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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사회적 기

업가정신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장기적으

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

업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로서 역량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가 필요하

다. 따라서 정부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사회적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혁신성, 진취

성, 위험감수성 및 사회적 목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측

정한다. 2013년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913

개 중 86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적, 기관특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목적을 중시하는 반면 위

험감수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그들은 혁신

성이나 진취성과 같은 요소들을 더욱 신장시켜 경제적 목적을 추구

하고자 하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 공익달성을 목

표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이윤창출 등의 경제적 측면 또한 기업의 지속적 운영의 측면

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요소

들이 발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세부지원

내용에 따라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

히 기관의 규모에 따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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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했다. 정부지원이 이미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 단순한 지원여부보다 지원 유형과 세부지원 내용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률적인 재정적 지원보다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더욱 근본적인 지원정책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회귀분석 결과 정부의 지원여부는 혁신성에만 유의미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혁신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의 세부항목 간 교호작용을

검정한 결과경영컨설팅의 경우에는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병행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경

우,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함께 지원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드러났다. 세제지원의 경우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병행될 때 양의 효

과가 나온다고 검증되었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복잡화되고 다양화된 현대사회에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

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자 및 설계

자로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함에 일률적인 재정보조 보다 적절한 보조를 통해 사회

적 기업가정신을 신장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주요어 : 정부지원, 사회적기업가정신,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사회적 목적

학 번 : 2012-2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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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적 특성과 공익성을 중시

하는 사회적 특성이 있는 제 3의 경제주체이다. 국가별로 학자별로 상이

한 접근을 지녀 엄밀한 정의는 어렵지만 (Dees,1998; Austin et al., 2006; 조

영복 외, 2008; 이용탁, 2009) 주로 “사회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 주주와 소유주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 창출된 수익

을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해 주로 기업 자체 또는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이라는 정의가 많이 사용된다 (김준기, 2009에서 재인용).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으로 복지가 발달해 온 유럽에서 복지국가의 위기

로 그 역할이 중요하게 부상되었다. 유럽의 사회적 기업은 본래 활발했던

제 3섹터에 정부 차원의 정책이 더해지면서 생겨났으므로, 풀뿌리 사업이

나 협동조합의 형태를 자주 보인다.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를 놓은 <그림

1>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교차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보다는 일반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일환으로 비영리 기관(NPO) 주도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

고, 정부는 이들의 지원에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시장친화

형 사회적 기업이 많은 미국은 <그림 1>에서 시장과 시민사회가 교차하

는 영역이 된다 (조상미 외, 2001).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1990년대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실패와 복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갑작스러운 대량실업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더불어 시민사회 내부에

서 제 3섹터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공존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등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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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사회적 기업의 영역

다 (노대영, 2012).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미국과 같이 상업영역의 기부나

후원이 활발하지 않다. 정부의 개입이 있다는 점에서는 유럽과 상황이 같

지만 이미 제 3섹터의 공고한 기반 위에 정부의 개입이 수반되었던 유럽

과는 달리, 제 3섹터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와 시민사회

의 교차영역 중에서 정부 주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출처: Nicholls, A. (2006)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출발이 정부주도에 의한 것인 만큼 대부분의

기업 운영에서도 정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인다. 이때 정부에 대한

의존은 사회적 기업이 정부에게 지원받는 현황을 통해 볼 수 있다. 2008

년 사회적 기업들의 총 사업비는 2,120억 원으로 이 중 64.3%는 매출로

충당되었고, 27.8%는 정부지원으로 충당되었다.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지원금이 없었다면 큰 영업손실을 입었을 것을 알 수 있다 (곽선

화, 2010).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사

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용탁,20

09). 사회적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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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경남사회적 기업의 생태계분석결과

및 가치와 신념 체계는 사회적 기업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Dees, 1998, 이용탁, 2009; 배귀희, 2011). 사회적 목적이 부족한

경영자에 의해 사회적 기업이 설립된다면 소명의식의 부족으로 사회적 기

업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가들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사회적 기업가정

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학문적

인 관심의 증가와는 달리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논의가 부

족하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해 고찰한 이용탁 (2009)이나 사회적 기업

가정신을 한국적인 맥락에 적용해 개념을 구성한 배귀희 (2011)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

에서, 정부의 지원이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출처: 김덕주(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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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사회적 기업은 2007년에 제정된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절

차를 도입해 인증 여부에 따라 정부의 지원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전 예비단계에 있는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된다. 2007년 55개 기관의 인증으로 시작해

현재 인증 사회적 기업의 수는 2013년 9월 25일을 기준으로 913개이다.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2,000여 개로 확인

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구분된다.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

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사회서비

스 제공형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혼합형은 일자리 제공형

과 사회서비스 제공형을 합한 형태이고, 기타형은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

스 제공비율 등과 같은 정량화된 수치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하기 어려운 기업을 말한다.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에 따른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살펴볼 것이므

로, 정부지원을 받는데 제약이 없는 913개의 인증 사회적 기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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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식 및 지원의 효과, 사회적

기업과 그들의 기업가정신인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무엇이며 어떠한 요소

로 구성되어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틀과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하겠다.

2.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913개 사회적 기업 내 사회적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통계분석을 하겠다. 설문조사는 이메일을 통해 수행될 예정이며, 설문조사

문항은 Helm, S. T., & Andersson, F. O. (2010)의 선행연구와 배귀희

(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부의 지원과 외

부의 지원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을 시행하겠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본 연구의 함의 및 한계를

도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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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절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지 이론적 배경을 전반적으로 살

펴보겠다. 이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에 관한 선행연

구를 통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겠다. 제 2절에서

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 및 정부 지원의 효과를 기존에

행해졌던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제3절에서는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보겠다.

제 1 절 사회적 기업

1.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제 3섹터(the third sector)의 하위부문을 구성하는 새로

운 유형의 사업체로 공익성을 추구하는 제 3섹터와 수익성을 중시하는 기

업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혼합(hybrid)조직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표적 연구기관인 EMES 네트워크는 사회적 기업의 각 경제적·사회적

차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Borzaga, C., &Defourny, 2001).

경제적 차원의 기준으로 ①지속적으로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공급

하고 ②다른 조직으로부터 관리받지 않는 고도의 자율성을 지니며 ③경제

적 리스크를 상정하고 ④최소한의 유급노동자의 존재를 규정한다. 사회적

측면은 ①지역사회나 특정한 집단에 공헌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토대로 ②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하며 ③의사결정의 권한이 자본소유에 기인

하지 않으며 ④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⑤이윤비분배 제약이

전제된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일견 모순된 개념으로 보인

다. 공익성을 추구하면 수익성이 근본적으로 제약된다. 반면,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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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을 위해 수익 증진을 추구하면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시장 지향적 정

책으로 공익 등의 사회적 가치 추구가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업이라

는 용어 중 ‘사회적’과 ‘기업’은 현실에서 동등한 비중이 되기 힘들다 (배

진영, 2010). 앞서 본 사회적 기업의 정의1)를 통해 두 단어의 비중을 보

면, ‘기업’이 공익창출을 위한 수단에 그치며 수식어인 ‘사회적’이 주된 용

어가 될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이론적

배경인 제 3섹터 내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경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비영리조직과 사회적 경제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개념

의 상이성은 차치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개념의 공통분모를 통해 사

회적 기업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Borzaga&Defourny,

2001).

우선 공통적으로 활동의 목적과 관련하여 창출된 잉여는 ‘사회화’됨을

알 수 있다. 절대적이든 부분적이든 잉여는 활동 확대를 위해 재투자되어

야 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을 통제하는 몇몇 사람들보다는 전체 구성원의

혜택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둘째, 비상업적 지원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진다. 제 3섹터에서는 공동체

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보조금 지급이 정당

화되는 경우가 흔하다. 사회적 기업도 시장에서 유래된 자원 뿐 아니라,

공동체의 이름으로 공공기관에서 배정되는 비상업적 자원을 통해서 자금

을 조달한다. 이때 자금이란 보통 기부금 및 봉사자의 노동 등 비화폐적

자원이 포함된다.

셋째, 특유의 조직방법이 있다. 제 3섹터 조직은 자체적인 의사결정기구

를 지닌 자율적 조직이며, 사회적 기업 또한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

해 결정이 이루어진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성원(유급노동자, 봉

사자, 이용자, 지역사회 등을 대표하는 기타 파트너들)을 조직의 관리나

1) “사회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주주와 소유주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해 주로 기업 자

체 또는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김준기, 20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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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기구에 포함한다. 이때 구성원이 갖는 권한은 기여한 분담금 금액과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기존 비영리조직에서 더 나아가 ‘경제적 활동’을

포함한다. Salamon에 의하면 비영리조직은 봉사를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

해야 한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닌다. 이를 ‘박애적 적자(philanthropic

shortfall)’라 지칭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자원의 조달에 있어서 비영

리조직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다. 사회적 기업은 혼합조직이라는 특성상,

세 가지 경제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사회자본을 동원하거나

창출하기 위해 각각의 경제영역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Borzaga&

Defourny, 2001).

2. 사회적 기업가정신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논하기 앞서, 개념의 모델이 되는 기업가 정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가 정신에 관한 논의는 Schumpeter로부터 출발

한다. 기업가(entrepreneur)에 대한 그의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발전은 생

산의 과정에서 발명으로 이루어지며 기업가는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기업가의 기능은 ①신상품을 산출하거나 ②구성품을 생산하기 위해 시도

된 적 없는 기술적 가능성을 도입함으로써 ③원재료의 새로운 공급이나

④생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⑤활동분야의 재조직화 해 생산

방식을 혁신하는데 있다 (Schumpeter, 1990).

변화와 혁신을 목표로 하는 행태의 일반적 패턴을 강조하는 슘페터의

논의는 Young으로 이어진다. Young (2013)에 의하면 이러한 항목들은 제

3섹터의 비영리 기업가정신(nonprofit entrepreneurship)에서도 적용 가능

하다. 그는 비영리 부문의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Schumpeter의 기업가

정신은 영리분야에서 정부영역까지 광범위한 틀에서 조직적이고 영역적

행태(organizational and sectoral behavior)의 많은 중요한 측면들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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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상업기업가의 문제는 사회적 기업가의 기회

미션 사적 이득 vs 공익을 위한 사회적 가치창출

자원동원 비화폐적 보상

성과측정
사회적 영향력의 측정의 어려움 (비계량화, 다인과성,

시간차원, 사회적 영향이 만들어내는 인지적 차이)

<표 2-1> 상업적기업가와 사회적 기업가 비교

지을 수 있다고 본다. Badelt (1997) 또한 비영리 부문에서의 기업가정신

을 언급한다. 그는 공급측면의 강조와 기업가가 비영리 부문에 참여하고

자 하는 선호를 고려함으로써 슘페터의 기업가정신은 비영리 부문에 대한

효과성을 확장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부문의 기업가들을 위시한

사회적 기업가는 일반적인 상업적 기업가와 달리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

다 (Austin et al., 2006). 첫째,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관해 상업 기

업가들에게 문제가 되는 시장실패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가들에게는 기회가 된다. 둘째, 미션(Mission)에 관해 상업적 기업가들은

수익창출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반면, 사회적 기업가들은 공익을 위한 사

회가치 창출에 더 비중을 둔다. 셋째,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

t)의 관점에서 서로 다르다. 상업적 기업가들은 재무적 성과로 성과가 측

정된다. 수익성과 판매량 중심의 비교적 계량화되고 측정이 용이한 상업

적 성과들과 달리, 사회적 기업가들은 비계량화, 다인과성, 시간차원, 그리

고 사회적 영향이 만들어내는 인지적 차이 등으로 인해 영향력 측정에 어

려움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자원동원(Resource mobilization)과 관련하여

상업적 기업가들이 궁극적으로 이윤을 추구함과 달리 사회적 기업가들은

비화폐적 보상(nonpecuniary compensation)을 추구한다. 따라서 상업적

기업가들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기업가는 기업의 1차적 목표가 공익창출이기 때문

에 자원동원에 다소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금이나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된다.

출처: Austin et al.(2006)를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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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내용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정의

Campbell

(1997)

의료산업의 새로운 사회

적 목적기업을 발전시키

기 위한 처방

사회적 목적 기업은 공동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

하고 비수익적 활동을 지원하

기 위한 이익을 창출함

Leadbeater

(1997)

영국 정부가 제공하지 못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의 활용 조사

부족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저사

용 자원의 확인

<표 2-2>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연구

이원재 (2008)는 “사회적기업 중에 지향점을 잃지 않고 수익성과 공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거기엔 언제나 열정적이고 창

의적이며 전문성을 지닌 사회적기업가가 있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다”고 하였다.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수한 형

태의 사회적 기업은 두 가지 목적이 조화롭게 운영되기 위해 조직을 운영

하는 역량을 지닌 사회적 기업가의 육성이 성공에 필수적이다. Dees (199

8) 또한 변화의 촉진자(change agent)로서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

한다.

사회적 기업가가 발현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첫째,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익창출을 모색하는 행위로 보는 연구자들이 있다

(Campbell, 1997; Austin et al., 2006). 둘째,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는 주

체로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규정한다 (Dees, 1998; Prabhu, 1998;,

Thompson, 2002; Harding, 2004). 셋째, 또 다른 부류의 연구자들은 사회

적 책임을 강조한다 (CornWall, 1998; Wallace, 1999).2) 본 논문에서는 다

양한 정의 중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경제적 가치를 수단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겠다.

2) 김준기·이준영 (2009) 의 내용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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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내용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정의

CornWall

(1998)

저소득 지역에 기업가가

갖는 사회적 영향 기술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

적 책임을 갖는 기업가

Dees

(1998)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정

의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 영역의

변화주체(change agent)의 기

능을 담당함

Prabhu

(1998)

사회적 기업가적 리더십

개념 조사

사회변화와 고객 집단의 발

전을 주된 목표로 삼는 조직

Wallace

(1999)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사

회적 목적 기업의 역할

탐색

지역과의 사회적·정치적 결속

때문에 지역 개선에 대한 사

회적 책임을 갖는 기업가

Thompson

(2002)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범

위 설정

사회적 자본 조성을 목적으

로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과

정

Harding

(2004)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정

의와 영향

새로운 활동이나 기업 형태

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목

적이 동기인 기업가

Austin et al.

(2006)

사회적·상업적 기업가정

신의 비교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기 위

한 행위

Chell

(2007)

사회적 기업과 기업가정

신의 융합에 대한 이론적

연구

기업가정신은 궁극적으로 사

회적·경제적 가치를 모두 추

구해야하며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 모두에 적용되어

야 함

Vasakarla

(2008)

사회적 기업가의 행위 특

성에 대한 연구

혁신적 기업모델로서 사회적

영향을 동기로 하는 기업가

이용탁

(2009)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

한 이론적 고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

한 경영구조나 기금확보전략

을 모색하는 비영리조직의

이니셔티브

자료: 김준기·이준영 (2009)를 인용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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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지원

1. 정부지원 근거

사회적 기업의 최종목적은 사회적 가치창출이다. 그러나 동태적인 환경

의 제약 속에서 수익을 수단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공익 추구는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에 정부의 지원이나 재단 등의 기

금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경제

적 활동을 전제로 하지만 정부지원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제 3섹터 내의 비정부기구와 유사한 성향을 보인다.

비영리조직은 봉사를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기 때문엔 국가 보조금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자원동원에 있어서 발

전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이런 한계에서 나아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투입비용보다 낮게 가

격을 책정하거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대부

분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 2008년 사회적 기업들의 총 사업비는 2,120억

원으로 이 중 64.3%는 매출로 충당되었고, 27.8%는 정부지원으로 충당되

었다.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지원금이 없었다면 큰 영업손실을

입었을 것을 알 수 있다 (곽선화, 2010). 비영리조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특성상, 실제 운영과정에서 재정이 취약한 것이다. 따

라서 정부지원에 관한 비정부기구의 논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과 이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행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효과에 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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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지원 효과

1)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

구축 효과란 정부 재정지출의 증가가 생산의 증대를 가져오지 못하고

민간투자를 잠식시키는 효과를 일컫는다. Weisbrod (1998)에 의하면 비영

리조직은 정부의 공공재에 대한 지출 삭감을 상쇄하기 위한 활동을 하도

록 압력을 받는다. 동시에, 그러한 압력에는 비영리기구가 상업적 기업과

경쟁하거나 그들의 세력에 연합되어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상업적 펀딩

기제를 피하는 것이 포함된다. 즉, 이러한 맥락에서 비영리단체에 배정되

는 국가보조금은 사적 영역에서의 재정충당과 부(-)의 관계에 있다고 말

한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Friedman & Friedman (1980)은 복지·교육 등의 분

야를 예로 들며, 무분별한 정부의 보조금은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정부의 간섭이 점차 정부개입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며, 결국 최초의 이익

집단도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의명분이 점차 줄어

들어 대중들의 지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기업에서 구축효과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생산이나 서비스를 기

존보다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충당하던 것

들을 지원된 예산으로 대체시키는 형태가 된다. 김종수 (2004)에 의하면

“일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근거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기업 육

성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수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

을 의미한다.

2) 정책수단론

정책수단이란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Salamon (2002)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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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 비효율성으로 인해 제기된 정부실패문제가 정부개혁을 위시한

정책수단의 다변화를 초래했고, 이 때문에 정책수단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았다. 중앙집권적 정부의 표준화된 서비스제공이 점차 사라

지고, 기업이나 비영리조직 등 다수 비정부조직과 경유하는 간접적인 방

식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핵심은 정부활동의 범위·크기의 변화뿐 아니라

그 기본적 형태(Basic forms)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공공문제 해결에 사

용되는 정부활동을 복잡한 상호관계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의 모자이크(a

dense mosaic of policy tools)라고 여겨, 이와 관련된 수단, 방식과 도구

(tools)의 증가를 논의한다. 즉 Salamon 은 변화된 정부 역할을 정책수단

을 통해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과거 후발 산업국가로 경제발전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경쟁력 있

는 기업에게만 선별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등 ‘보이는 손’의 역할을 강조했

다. 따라서 발전 국가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한국에서는 새로이 등장한 제

3자적 정부의 접근방식과 병행되어 정부가 지방정부, 비영리 조직, 공기업

등 제 3자적 주체(third party)에 대해 주인의 입장에서 정부 권위를 행사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부기구가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에 참여

하게 되면, 그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침해될 수 있다. 특히 시민단체 내

의 독립성과 핵심역량의 경우, 정부사업에 대한 참여가 증가할수록 그들

의 본질적인 임무수행에 지장을 받으며, 조직 자체에도 의도하지 않은 외

부성이 초래된다 (김준기, 2001). 정부는 정책 추구에 비영리기구를 이용함

으로써 정당성 및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독립

성이 부족해진 비영리기구는 정부의 정책목표 추구에 이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은 실제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연장

으로 기능한다. 정부 보조금의 대부분은 사회적 기업 내 일자리 창출에

사용된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은 지원의 구조상 사회

적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 (배진영, 2010).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기보다는

정부에 더욱 의존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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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기업을 정책 수단화 하고 보조금 지급이라는 정책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기업의 설립 초기 정부의 지원이나 재단 등의 기금지원을

통해 기업의 내실화를 다져야 한다. 그러나 자립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

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부지원은 투입된 예산에 비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노대명, 2006; 배진영,

2010; 김혜원, 2011; 김재홍·김재기, 2012).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초기에 그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들이 재정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 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김용기, 2012).3)

현재 정부의 인건비 위주의 정책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받기 용이한 분

야에 머무르게 해 사회적 기업이 더욱 발전할 기회를 앗아갈 수 있다. 또

한 보조금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 사회적 기업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다

(국회예산처, 2012). 즉, 사회적 기업을 설립은 공익(사회적 목적)을 고려

함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지원금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로 인해 사회

적 목적이 부족한 경영자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다 (국회예산처, 2012). 따라서 일률적인 재정적 지원보다는 사회적 기업

가정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적절한 지원정책에 대해 고민할 필요

가 있다.

3) 2008년 사회적 기업들의 총 사업비는 2,120억 원으로 이 중 64.3%는 매출로

충당되었고, 27.8%는 정부지원으로 충당되었다.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

의 지원금이 없다면 큰 영업 손실을 입었을 것을 알 수 있다 (곽선화, 2010).

또한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재원마련을 꼽

았으며, 전체 업체 중 83.1%는 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업운영이 어려워질 것으

로 예상했다 (권용덕·김덕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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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내 용

A기업 대표 한 모씨(광주) -국고지원금 개인용도 유용

사회적 기업 대표 김

모씨(울산)

-장애인 시설 목적으로 한국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에서 1억 9600만원을 융자받은

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

사 례 내 용

예비 사회적 기업 본부장,

창원고용센터 전·현직

공무원 5명 (창원)

-퇴직한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횡령

-직원에게 일 대신 교육을 받게한 후 보

조금 일부 횡령

-창원고용센터 전·현직 공무원 5명, 부정

수급 사실 알고도 관리·감독 소홀

재활근로작업장 원장(이촌)

-차명계좌 만들어 회삿돈 횡령

-정상가격보다 제품을 싸게 납품한 뒤

리베이트 받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대표
-지원금 부정수급

예비 사회적기업 대표,

직원 2명 (포항)

-직원 수를 허위로 늘려 지원금 부정수

급

-민간 후원금 횡령

<표 2-3> 사회적 기업 보조금 횡령 등 형사 입건 현황

자료: 국회예산처 (2012)를 인용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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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연구동향

김혜원 (2011)은 정부의 지원이 중단된 24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

는 회귀분석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을 연구했다.

연구결과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과잉고용을 유발

했다.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원의 부족으로 초과하여 고용했던 인원

을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결론으로 인건비 위주의 지원

을 벗어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김재홍·김재기 (2012)는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대한

고용창출의 효과가 어떠한지 분석한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에서 주된 지원

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단위 지원금 당 고용창출 효과는 지방자치단체

와 민간기관보다 다소 낮았다. 또한, 자체고용의 경우 중앙정부(고용노동

부)의 지원금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기업후원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체고용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규진 외 (2012)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부적 역

량과 환경적·제도적 요인들을 규명한다. 이때, 조직의 내·외부자원과 이들

의 지속가능성을 매개할 수 있는 정부의존도를 매개적 변수로 설정하여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본다. 연구결과, 제도요인은 사회적 기

업의 지속가능성과 유의미한 정(+)의 영향관계를 지닌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외부의 재정적 지원이 아닌 조직 내부의 역량 제고와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사회적 기업에 의한 지

속적인 공공가치의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함의를 준다.

김종수 (2013)는 충남 지역 사회적 기업의 인력창출 효과를 통해 정부의

보조금이 구축 효과를 초래하여 인력창출 효과를 상쇄하는지 혹은 내적인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인력창출 효과를 배가시키는지에 관해 연구했다. 연

구결과를 살펴보면, 인건비를 지원하면 사회적 기업이 자체예산에 의해

고용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을 통한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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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가 내적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 자체 예산에 의한 고용 또한 증가

하도록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사회적 기업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주된 흐름은 사회적 기

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라는 성과 위주의 연구이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만, 그 정의나 구성요건을 재설정하는데 그치고 있

다 (이용탁, 2009; 배귀희, 2009). 특히, 배진영 (2010) 본 연구는 정부의 무

분별한 지원을 경계하며 사회적 기업정신에 관한 언급을 한다. 그는 사회

적 기업가정신을 혁신을 통해 변화를 창조하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

하는데,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는 정부인증제도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논의의 주를 이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더욱 구체적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사회적 기업의 행

위자로서 사회적 기업가들에 어떠한 영향을 얻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논의를

보면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정책 목표 달성에 이용하려는 경향에 대해 비

판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성향을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을 통해 본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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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분야 핵심내용

Borzaga

&

Defourny

(2001)

사회적기업

전반적연구

-사회적 기업 이론의 개요의 체계화를

처음으로 시도

-유럽 각 나라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상이한 경험을 비교

Alter

(2007)

사회적기업

전반적연구

-사회적 기업의 소개, 유형, 분류, 적용

모델, 구조, 평가에 관한 방법론 및 사례

분석

Korosec

&

Berman

(2006)

정부역할

-지방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기업가정신

을 돕는가에 관한 연구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성 증진, 자원획

득, 조정, 프로그램 집행에 도움

Weerawadena

& Mort (2006)

사회적

기업가정신

조사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

김혜원

(2011)
정부지원

-정부의 지원이 중단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

원 사업 연구

-인건비지원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인건비 위주의 지원을 벗어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

김재홍

& 김재기

(2012)

정부지원

-정부지원의 고용창출효과 분석

-기업후원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체고용

자를 증가시킴

김종수

(2013)
정부지원

-정부의 보조금이 구축효과를 초래하여

인력창출효과를 상쇄하는지 혹은 내적

인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인력창출효과를

배가시키는지에 관해 연구

-인건비를 지원하면 사회적 기업이 자

체예산에 의해 고용을 창출하는데 기여

<표 2-4>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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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분야 핵심내용

이명석외.

(2009)
정부역할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서 요구되는 정

부역할을 사회적 기업을 사례로 고찰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설계자와 관리자

로서의 역할 필요

조상미 외.

(2011)
정부역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영국,프랑스,이탈

리아, 한국의 정책특징 비교

배진영

(2010)
정부역할

-정부‘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관한 평

가

-무분별한 지원에 대한 경계

김준기

& 이준영

(2009)

사회적기업

연구동향

-사회적 기업 연구의 연구동향과 행정

학적 의의에 관한 고찰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관한 정의 정리

이용탁

(2009)

사회적

기업가정신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긴 규명 및 사회적 기업가정

신의 구성요인 도출, 사회적 기업가 정

신에 대한 통합적 프레임웍 제시

배귀희

(2009)

사회적

기업가정신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사회적 기업가정

신의 개념규정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이용탁

(2008)

사회적기업

성과측정

-사회적 기업의 성과기준에 대한 프레

임웍 개발

최조순

& 강병준

(2012)

사회적기업

성과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

직의 유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성과

(사회적·경제적)에 관한 연구

정규진 외.

(2013)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을 토대로 내부적

역량과 환경적·제도적 요인들 규명해 사

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

-정부의존도를 매개적 변수로 사용

한창근 외.

(2013)

사회적

기업 교육

-사회적기업 교육과 사회적기업가정신

의 상관관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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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및 가설

1. 연구문제

연구문제: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유럽의 사회적 기업이나 기부

금이나 후원에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달리 기업 운영에 있어서 정부에 대

한 높은 의존도를 보인다. 권용덕 외 (2011)에 의해 진행된 설문조사에 의

하면,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재원마련

을 꼽았으며, 전체 업체 중 83.1%는 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업운영이 어려

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분의 한국의 사회적 기업들이 재정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 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김용기, 2012).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기업의 재정자립 문제는 정부와 제 3섹터의 관계

와 연관된다. 김준기 (2001)는 한국의 과거 발전 국가적 모습이 제 3자적

정부의 접근방식과 병행되어 정부가 지방정부, 비영리 조직, 공기업 등 제

3자적 주체(third party)에 대해 주인의 입장에서 정부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정책 추구에 종종 비영리기구를 이용함으로써 정당

성 및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며, 보조금에 취약한 제 3섹터 내 비영리기

구들은 이에 정부의 정책목표 추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 3

섹터 내 발전된 형태의 사회적 기업 또한 정부의 정책 수단화가 될 수 있

음을 암시한다.

사회적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지원은 기업을 직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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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정부지원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건비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모태펀드

시설비지원

사회보험료

전문인력 지원사업

종속변수

사회적 기업가정신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목적

통제변수

유형

업력

직원수

매출액

연령

근무기간

학력

<그림 3-1> 분석틀

하는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의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예를 들어, 무분별한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적 기업가정

신(Social Entrepreneurship)을 발현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

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주체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지시

와 목표달성(특히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도구가 될 수 있

다. 반대로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공익적 특성 상, 정부의 지원은 사회

적 미션을 달성하기에 안정적인 상황을 마련해줌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정부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

의 지원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봄으로써

정부지원이 정부와 사회적 기업 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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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정부의 지원이 사회적 기업에 구축 효과를 일으킨다고 가정하면 사회적

기업은 굳이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신장시키고자 하

지 않고 현 상태에 안주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사회적 기업가를 사회변

화의 주체로 인색해 주체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하지 않고, 정부

의 목표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 지원한다면, 혁신성, 진

취성, 위험감수성 등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구축효과와 정부의 정책수단화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결과를 내

부적으로 창출하고 이용하는 혁신성과 다른 기업보다 먼저 프로그램·서비

스·정책 또는 과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진취성, 그리고 내외부적 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위험감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부의 지원금 보조는 혁신성에 부(-)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2> 정부의 지원금 보조는 진취성에 부(-)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3> 정부의 지원금 보조는 위험 감수에 부(-)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미션이 정부에 의해 설정된 것이므로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안정적인 상황을 마련해줄 것이

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본연의 목적인 공익추구를 잘 달성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미션달성 자체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가설 4> 정부의 지원금 보조는 사회적 목적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만약 정부의 지원이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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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4), 그 항목에 관해 정부의 세부지원 항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가 일률적인 재

정지원을 넘어 세부적인 지원을 적절하게 한다면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긍

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5> 정부의 세부지원 병행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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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변수

1. 독립변수: 정부지원

1) 의의 및 근거

비영리 부문의 활동은 봉사를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닌다(Salamon, 2002).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자원의 조달에 있

어서 이러한 비영리조직의 ‘박애적 적자(philanthropic shortfall)’를 극복한

다. 혼합조직이라는 특성상, 정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세 가지 경

제영역에서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사회 자본을 동원하거나 창출하기 위

해 각각의 경제영역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Borzaga&Defourny, 200

1).

그러나 동태적인 환경의 제약 속에서 사회적 기업의 공익 추구는 운영

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실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을 실현하기 위해 투입비용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하거나 발생된 이윤을

지역사회에 재투자 하는 등 대부분 운영에 어려움을 보인다. 따라서 정부

는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법」에서 제정된 「사회적 기업육성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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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육성법

조항
지원 내용

재정

지원

13조2항

및 14조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

금 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

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 지원

경영

지원
10조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사회적 기

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

(勞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

보 제공 등의 지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시설비

지원
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

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

게 할 수 있다

우선

구매
12조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함

세제

지원
13조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표 3-1> 정부지원관련 법조항

2) 현황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기업이 형성된 배경과 유사하게 정

부 주도, 자발적인 사회적 경제 형성으로 제 3섹터가 그 안에서 담당하는

경우, 자발적인 제 3섹터에 정부지원이 더해지는 경우, 정부의 주도 없이

민간차원에서 일반기업이나 비영리단체가 주도하는 등으로 구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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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국의 경우 자발적 제 3섹터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더해진. 미국

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자체가 상업적 기업의 사회적책임과(CSR)과 연

관되어 있어 기업의 후원이나 기부금에 의존하는 경향이다.

정부 주도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도입된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사

회적 기업육성법」제정 하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2008년 「제 1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 지원이 시

작된다. 2012년에는 「제 2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 세우고, 그 간

의 사회적 기업 육성방향을 재정립하고 취약한 점을 보완했다. 사회적 기

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기본적으로 인증 여부를 전제로 한다. 인증을 받은

인증 사회적 기업과 인증 전 단계인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되어 그

지원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인증을 획득하면 기본적으로 경영지원, 재

정지원, 판매지원,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대표적으로 예비, 인증 사회적 기업 모두에 인

건비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4). 사업개발비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의 기

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최대 5년간 지급

한다. 경원지원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에 관해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는 일반

시장에서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제품을 소개하는 인터

넷 사이트인 estore36.5를 운영 중이다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도는 <표 3-2>와 같다.

4) 사회적 육성사업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에서 1조 2,861억 원

(‘11년 기준) 규모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

다. 2012년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예산은 1,760억 4,300만 원으로 사업비는

인건비, 사업개발비 보조, 경영지원, 지원기관운영, 모태펀드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평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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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

대상

예

비

인

증

경영지원 등

l 사회적 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

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l 지원한도

- 사회적 기업: 연간 10~20백만 원, 3년간 총

20~30백 만 원

- 예비사회적 기업: 연간 3백만 원, 3년간 총

5백만 원

* 예비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

기존 지원금액 공제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l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

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

시설비 등

지원

l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

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재단(60억) 및 중소기업청 창업자금

(100억)을 활용

- ○

세제지원

제공

l 사회적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 ○

l 사회적 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5%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

사회보험료

지원

l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

년간, 1인당 79천원)
○

<표 3-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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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지

원

전문

인력

채용

지원

l 사회적 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대기업

퇴직전문 인력고용시 인건비 지원

l 150만원 한도(3년간, 기관당 전문 인력 3

명·대기업 퇴직 전문 인력 2명, 수혜기관

에 자부담* 부과)

* 자부담률: 10%(1차년도)→30%(2차년도)→

50%(3차년도)

- ○

사회적

일자리

인건비

지원

l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

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l ‘12년 1인당 월 1,042천원(사업자 부담분 사회

보험료 포함)

* 연차별 지원비 차등지급

-예비사회적 기업: 1년차 100%, 2년차 90%

-사회적 기업: 1년차 90%, 2년차 80%, 3년

차 70%

○ ○

사업개발비

지원

l 사회적 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고용노동부 80%, 지자체 20%로 매칭하여

사회적 기업은 7천만원, 예비사회적 기업은

3천만 원 한도로 지원

○ ○

모태펀드
민간자본시장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기재
○ ○

네트워크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 ○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2),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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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상조직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

Waddock &

post (1991)

공공부문조직/

사회적활동

①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능력 ②신용

도 ③집합적 목적을 위한 헌신

Leadbeater

(1997)

비영리조직/사

회적활동

①활기찬 리더십 ②한정된 자원의 창

조적 활용 ③장기적 고객관계의 유지

Dees

(1998)

공공조직/

비영리조직

5가지 주요 차원: 사회적 미션, 새로

운 기회포착, 지속적 혁신, 활동의 대

담함, 책임성의 추구

Borins

(2000)
공공부문조직

① 혁신의 원천 ② 혁신유형 ③혁신

을 이끄는 요건 ④ 혁신의 지지자 ⑤

혁신의 장애물을 측정함

CCSE

(2001)

비영리조직과

기업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② 비영

리조직의 기업가적 활동

<표 3-3>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

3) 독립변수의 설문문항 구성 및 척도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여부

및 그 지원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각 변수별 설문문항 및 구성은 <표

3-8>과 같다.

2. 종속변수: 사회적 기업가정신

1)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 요소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논의는 학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가를 구성하는 요소 또한 각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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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상조직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

Smallbone

et al. (2001)

영 리 기 업 과

NFPs

고용창출, 연수제공, 주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 재정적 자원, 사회

적자본이득 창출, 물리적 자원 제공,

독점과의 전쟁

Shaw et al.

(2002)

비영리

조직

창조성, 기업가성향, 윤리적 활동을

사회적 기업가의 주요 특성으로 제시

함

Thompson

(2002)

비영리

조직

사례연구를 통한 네가지 특성: 직무

창출, 사업장의 효율적 활동, 후원자

들의 개발, 사람에 대한 도움활동

Sullivan

et al.(2003)

비영리

조직

① 사회적 미션의 수행 ② 균형된 판

단 ③ 보다 나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기회 효과성과 활용 ④ 혁신적,

진취적, 위험감수성향

출처: Jay. Weerawardena & M. G. Sullivan (2006)를 재구성

2) 종속변수의 설문문항 구성 및 척도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들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기준이 필

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Helm & Anderson (2010)의 논의를 참고하

여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의 조작적 정의 및 서열척도를 바탕으로 한

측정 기준을 설정한다. 그들은 사회적 기업가의 특성을 상업적 기업가정

신의 연장선상에서 서열척도로 측정한다. 사회적 목적에 관해서는 배귀희

(2010)의 실증적 연구방법을 토대로 제시된 척도 및 기준을 사용한다. 이

러한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 중 각 요소들을 잘 측정하는 질

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l 혁신성이란 새로운 제품, 서비스, 기술적 프로세스를 창출하기 위한 새

로운 아이디어, 참신성, 실험, 창조적 과정을 지원하는 기업의 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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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umpin and Dess, 1996).

장성희 외 (2011)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에서 혁신성이란 조직이 기술혁신

을 강조하거나, 제품의 디자인, 시장조사, 광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며, 공정혁신 및 관리관행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경영관리활동을

말한다. 기업가의 혁신성은 외부환경의 불확실성과 자원의 제약에도 불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조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경영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Q1)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정도

Q2) 혁신적인 변화를 통한 조직의 성과제고

Q3) 창의적인 마케팅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l 진취성이란 다른 산업, 영역, 커뮤니티가 하기 이전에 미래에의 영향력

변화를 기대하고 프로그램, 서비스, 정책 또는 과정을 실현하려는 기업

의 미래지향적 예측 능력이다.

진취성에 관한 초기 연구는 기업가가 새로운 제품, 기술, 행정적 기술을

도입하게 되는 환경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그 이후에 진취성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는 능력을 중시한다. 진취성에는 경쟁자보

다 먼저 새로운 제품 및 과정을 도입해 시장 내 선점자 이점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보적인 성향이 포함된다 (Lumpin and Dess, 1996에서

재인용)5).

Q4) 상대기업보다 주도적으로 행동

Q5) 경쟁사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정도

5)일부에서는 진취성과 선점을 하고자하는 경쟁적 공격성(Competitive aggressi-

veness)는 개념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지만 다르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Lumpin and Dess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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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

l 위험감수성이란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의지이다 (Lumpin and Dess, 1996에서 재인용). 이러한 행동은 재정적

일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위험은 재정과 관련된 것에서 나타난다.

Q7) 위험이 있어도 수익이 큰 사업을 선호하는 정도

Q8) 위험이 있어도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하는 정도

Q9)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기업활동을 수행

l 사회적 목적이란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주

어진 사회적 환경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인 사회적 기업가들은 사

회적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개인적 혹인 사적인 가치들이 아니라 사회

적 가치(Social Value)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Q10) 사회적 기업가는 조직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달성 추구

Q11) 조직의 이윤이외에도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

Q12) 개인의 이익과 지역공동체 및 조직구성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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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지표 하위지표

혁신성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정도

혁신적인 변화를 통한 조직의 성과제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진취성

상대기업보다 주도적으로 행동

경쟁사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정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

위험감수성

위험이 있어도 수익이 큰 사업을 선호하는 정도

위험이 있어도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하는 정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기업활동을

수행

사회적

목적

사회적 기업가는 조직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달성을

추구

조직의 이윤추구 이외에도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

개인의 이익과 지역공동체 및 조직구성원의 이익을 동시

추구

<표 3-4>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지표

기존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에 더해 사회적 목적(Social mission)이

라는 새로운 구성요소가 포함되었다. 기존 문항에 새로이 추가된 문항이

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배귀희 (2010)는 이를 수렴 타당도

(convergent validity)와 판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통해 이 문

제를 다루고 있다. 동일한 특성을 상이한 방식으로 측정한 수렴 타당도는

검사갑이 높을수록 두 검사가 동일한 특성임을 나타낸다. <표3-5>과 같

이 수렴 타당도 검증결과 사회적 목적에 대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0.642-0.933 사이에 존재하므로 수렴 타당도는 문

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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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표준화

추정계수

표준오차

(SE)

CR

(t-value)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

추출지수

혁신성

SE1 .657 .095 8.535

.826 .615SE2 .781 - -

SE3 .669 .108 8.612

진취성

SE4 .732 .096 10.142

.861 .675SE5 .785 - -

SE6 .708 .076 9.971

위험

감수성

SE7 .677 .127 7.398

.746 .496SE8 .602 .125 7.148

SE9 .702 - -

사회적

목적

SE10 .649 .067 11.343

.925 .807SE11 .933 - -

SE12 .832 .067 14.512

<표 3-5> 수렴 타당도의 검증결과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목적

혁신성 .615*

진취성 .391 .675*

위험감수성 .427 .328 .496*

사회적 목적 .113 .325 .196 .807*

<표 3-6> 판별 타당도 검증결과

출처: 배귀희(2009)

서로 다른 특성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판별 타당도는 측정결과들의

상관관계가 서로 낮을 때 높다. 각 요인 사이에 구한 분산추출지수가 <표

3-6>을 보면,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크기에 요인들 사이

에 판별 타당도도 확보되었다. 즉, 이러한 모형은 수렴·판별 타당도를 지

녀 구성타당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배귀희(2009)

설문구성 시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요소(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

회적 목적)에 대한 사회적 기업가들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에 더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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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제시된 요소들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사회적 기업가들의 효과성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3. 통제변수

정부지원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

부의 지원 이외에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

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기관의 연령이나 규모와 같은 기관의 고유특성(specific

characteristics)은 기관의 성장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중요한 이슈이다.

상업적 영역에서 기업연령과 규모 등 기업고유특성과 기업의 성장에 관

해 논의한 연구는 기업의 성장과 규모는 반비례한다고 주장한 Gibrat

(1931)과 기업의 성장은 기업연령에 반비례한다는 Jovanomic (1982)의 논

의로부터 출발한다 (신동령, 2011). 이후 연구에서 기업규모 및 연령은 분

석대상 국가 및 기업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결과를 나타낸다. 성호용

(2000)은 규모(종업원수) 및 업력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

과, 기업규모는 성장의 정(+)의 효과를 미치며, 업력은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뒤이은 성호용 (2003)에서는 기업규모가 부(-)의

영향을 미쳐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 이인권 (2002)에서는 기

업규모(종업원수, 매출액)와 업력이 기업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10)에서는 기업규모와 업력이 성장률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 외 연구결과는 다음의 <표

3-6>과 같다.

기관의 연령 및 규모와 같은 기관의 고유특성에 대한 연구는 사적영역

에서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연구되어왔으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

를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다. 사회적기업의 규모와 성장에 관해서는 충남

지역 사회적 기업이 내적인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인력창출 효과를 배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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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지에 관한 연구가 있다 (김종수, 2013). 그에 의하면 인건비를 지원하

면 사회적 기업이 자체예산에 의해 고용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을 통한 노동력 증가가 내적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

자체 예산에 의한 고용 또한 증가하도록 작용했기 때문이다.

구분 학자 결과 구분 학자 결과

규모

Mansfield (1962)

Kumar (1985)

Hall (1987)

Mata (1994)

Hart&Oulton

(1996)

Goddard (2002)

Almus&Nerlinger

(1999)

부(-)

의

영향

연령

Evans(1987)

Dunne&Samuelson

(1989)

Reid(1993)

Dunne&Hughes(1989)

Liu(1999)

Yasuda(2005)

Oliviera&Fortunato

(2006)

부(-)

의

영향

Singh&Whittingto

n

(1975)

정(+)

의

영향

Das(1995)

Almus&Nerlinger

(1995)

Audretsch&Elston

(2006)

정(+)

의

영향

<표 3-6> 기관특성(규모, 기관연령)과 성장에 관한 연구

출처: 신동령(2011)의 내용을 재구성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양하다. OECD

(2006)는 주된 수행기능에 따라 사회통합형 사회적 기업과 노동시장통합

형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한다. 사회통합형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노동시장 통합형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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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의 통합정도에 따라 일체형, 일

부중첩형, 분리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김경휘&반정호 (2006)은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탐색적으로 고찰한다. 사회적 기업

을 정부에 의해 보호된 시장을 형성하고, 종교적·박애주의적 성격을 받는

공공부조형(PAT),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이익은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지역사회친화형(LFT), 사회적

가치 뿐 아니라 개인 및 조직의 이윤창출에 주목적을 지니는 시장친화형

(MFT)로 유형화하여 비교·분석한다. 남승연&이영범 (2008)은 유럽의 노

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관한 EMES 연구보고서의 노동통합 방식과 근로

자의 신분, 교육훈련 형태, 대상집단의 특성 동원된 자원의 유형 등 5가지

기준을 토대로 우리나라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을 세분하여 유형화를

시도한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육성법은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유형

을 분류한다. 고용노동부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따라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

동통합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혼합형이 있다. 이에

더해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단순히 계량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기타형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공헌형으

로 분류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은 국내에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2012년 유

형별 현황을 보면 일자리 제공형(62.2%), 혼합형(16.2%), 기타형(13.9%),

사회서비스 제공형(6.6%), 지역사회공헌형(0.9%)을 차지한다 (고용노동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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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을 30%이상 달성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혼합형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이

20%이상

기타형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

부 장관이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

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표 3-7> 사회적기업 유형에 따른 인증요건

자료: 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유형(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 업력, 규모(직원 수, 매출액)을 측정하고, 개인에

대한 측정인 만큼, 인구통계학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대, 근무기간, 학력 등을 고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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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상위변수 하위지표

독

립

변

수

정부

지원

경영컨설팅

각 항목별로

지원받는 경우=1,

받지않는경우=0으로

더미변수 구성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건비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모태펀드

시설비지원

세제지원

전문인력 지원사업

종

속

변

수

혁신성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
각 질문별로 5점 척

도 합산

-3개문항 합산

창의적 변화를 통한 조직의 성과

제고

새로운 정책·서비스 개발

진취성

상대기업보다 주도적으로 행동 각 질문별로 5점 척

도 합산

-3개문항 합산

상대기업보다 우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

위험

감수

높은수익창출이가능한프로젝트선호 각 질문별로 5점 척

도 합산

-3개문항 합산

새로운 기업방식을 선택

적극적이고 과감한 기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바람직한 목표달성추구

각 질문별로 5점 척

도 합산

-3개문항 합산

조직의 이윤 및 사회적 목적

동시 추구

지역공동체와 조직구성원의 이익

동시 추구

통

제

변

수

유형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
4점척도

업력 설립연도 연속변수

규모
직원 수 7점척도

월 매출액 6점척도

인구학적

성별
남성=1, 여성=0으로

더미변수화

연령 연속변수

근무기간 5점척도

학력 5점척도

운영 상
운영의 어려움 더미변수화

지출의 우선순위 더미변수화

<표 3-8> 변수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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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분석 및 결과

제 1 절 연구 설계

1. 조사 설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측정하기 위해 2013년 현재 고용

노동부에서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 913개 중 861개의 사회적 기업의 사회

적 기업가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기업에

한 사람의 대표 사회적 기업가가 응답했고, 회수된 설문지의 총수는 159

개(18.47%)이다. 결측값이 하나라도 있는 설문지는 제외했다6). 분석에 사

용된 완전하게 관측된 설문지는 121개이다.

분석방법은 집단 간 평균 비교(one-way ANOVA) 및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한다. 먼저, 집단 간 평균비교를 통

해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종속변수의 차이가 나는지 분석한다.

성별, 연령, 최종학력, 근무기간 등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기업의 유형,

매출액 등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도 살펴본다. 이후 실제 어떠한 요소가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변수를 모두 포함

한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현황

설문에 응한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이

78명으로 전체의 64.7%이며, 여성은 43명으로 35.3%를 차지하고 있다. 교

육수준은 중졸 이하 학력은 없었으며, 고졸이 14.3%, 대졸이 79.8%, 그리

6) 완전제거법(listwise deletion)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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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사례수 비율(%) 변인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자 78 64.7

교육

수준

고졸 17 14.3

여자 43 35.3 대졸 97 79.8

근무

기간

1년미만 12 10.1 석사이상 7 5.9

1-3년 28 22.7

연령

20대 9 7.6

3-5년 41 34.5 30대 34 27.7

6-9년 25 21.0 40대 47 38.7

10년

이상
14 11.8

50대

이상
31 26.1

<표 4-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현황

고 석사 이상 5.9%를 차지하고 있어 고학력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무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이 10.1%, 1-3년이

22.7%, 3-5년이 34.5%, 6-9년이 21.0%, 10년 이상이 11.8%의 비율을 보

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은 20대 7.6%, 30대 27.7%, 40대 38.7%, 50대

이상 26.1%로 30대와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4-1>과 같다.

2) 사회적 기업에 관한 통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구분된다. 일자리 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사회서비스 제공형

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혼합형은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서

비스 제공형을 합한 형태이다. 기타형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이다.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성격을 지닌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현황(2013.5)」을 통해 사회적 기

업 전체를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62.2%),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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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비율 변인 구분 N 비율

직

원

수

1-10명 37 31.1

설립

시기

IMF 이전 10 8.4

11-100명 79 64.7
IMF –법제정

전
24 20.2

100명이상 5 4.2
사회적 기업법

제정 후
87 71.4

유

형

일자리제공형 76 62.2

월

매출

액

100-500만원 1 .8

사회서비스

제공형
6 5.0 500-1000만원 1 .8

혼합형 21 17.6 2000-5000만원 6 5.0

기타형 15 12.6 5000-1억 17 14.3

지역사회공헌형 3 2.5 1억 이상 96 79.0

<표 4-2> 사회적 기업에 관한 통계

합형(16.2%), 기타형(13.9%), 사회서비스 제공형(6.6%), 지역사회공헌형

(0.9%)의 순으로 일자리 제공형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설문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제공형이 다수(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혼합형(17.6%), 기타형(12.6%), 사회서비스 제공형(5.0%), 지역사회

공헌형(2.5%)도 사회적 기업 전수조사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설립시기를 보면,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었고,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

행되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체계화된 이후 사회적 기업 인증을 통해 사회

적 기업이 눈에 띄게 등장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면, 외환위기가

시작되기 전의 설립된 경우는 전체의 8.4%에 불과했다. 외환위기 이후,

점차 도입되기 시작해, 2007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많이 등장하고 있

다.(8.4%→20.2%→71.4%) 이는 사회적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했다기보다

는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

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통계치

는 다음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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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도 분석

종속항목의 현황에 관해 보면 <표 9>에 제시되었듯이, 4개 변수의 12

개 항목을 측정하였고, 측정 결과 Cronbach α값이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현황은 0.870가,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관련해 느끼는 효과성은 0.911 로

나와 변수의 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기초 통계량

1)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독립변수는 정부지원 측면에서 지원을 받는지의 여부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어떠한 세부지원을 받는지를 살펴본다.

사회적 기업의 수입현황을 보면 대부분 정부지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사회적 기업의 총 수입규모 대비 총 지출 규모를 보면 자금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원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등을 볼

수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수입 대비 지출규모를 보면 평균

96.5%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평가, 2012). 정부지원과 외부투자가 이

루어지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실제 매출보다 지출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이 없다면 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됨을 유추할 수 있

다. 본 설문에서도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121개이며 <그림 4>의

통계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지원만 받는 경우가 전체의 77%,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가 23%로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지원에

상당부문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지원의 세부항목을 보면 사업개발비(68.8%)와 인건비(65%) 그리고

전문인력채용(37.6%)이 지원의 다수를 차지한다.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예산현황을 보면, 역시 일자리 창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가 예산의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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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 (고용비+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합계 148,734

일자리 창출 인건비 123.683

사업개발비 17,500

경영지원 4,822

지원기관 운영 2,880

모태펀드 2,500

기타 간접지원 및 운영비 1,158

<표 4-3>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예산 편성내역 (단위:백만원)

<그림 4-1> 정부지원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2012)

2)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본 논문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목적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때 각 항목별로 현재 사회적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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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 현황을 묻는 질문(이하 ‘현황’)과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경영환경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묻는 질문(이하 ‘효과성’)을 포함했다.

평균치를 비교해보면 사회적 목적을 포함해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모두 중간 기준인 3을 넘었다. 현황과 효과성 모두 사회적 목적이 5점 척

도 중 각각 4.25와 4.15로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차

지했다. 사회적 기업이 경제적 목적(수익성)과 사회적 목적(공익성)을 동

시에 추구하지 않고, 공익성을 더욱 비중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위험감수성은 현황과 필요성 모두 다른 요인들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의지를 나

타내는 위험감수 행동이 대부분 재정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통해 본다

면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공익)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

가지 맥락에서 재정과 관련된 위험추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해 현재 느끼고 있는 현황과 각

요소가 앞으로 기업운영에 있어 필요한지에 관한 효과성을 함께 볼 필요

가 있다. 사회적 기업가의 현황과 효과성 인식을 보면, 혁신성과 진취성에

대해서는 효과성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반면, 위험감수성과

사회적 목적 추구의 경우는 현황보다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더 낮았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현재 사회적 목적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음을 의미

함과 동시에 보다 혁신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업가들의 인

식을 대변한다. 그러나 위험감수 요소를 보면, 사회적 기업가들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위험감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특성상 예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

업가들은 사회적 목적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혁신

성이나 진취성과 같은 요소들을 더욱 신장시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나가고자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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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Mean S.D. 변수 Mean S.D.

혁신성

현황

121 3.65 .596

효과성

3.76 .716

진취성 121 3.64 .720 3.67 .658

위험감수성 3.53 .730 3.36 .811121

사회적목적 121 4.25 .565 4.15 .671

<표 4-4>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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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최종학력 근무기간

혁신성 .404 .511 .254 .817

진취성 .211 .275 .948 .698

위험감수성 .058* .483 .617 .831

사회적현황 .029** .238 .011** .951

<표 4-5>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업가정신 차이검증

유형 설립시기 직원수 매출액

혁신성 .470 .216 .403 .002***

진취성 .576 .307 .049** .010**

위험감수성 .154 .100 .055* .038**

사회적현황 .021** .638 .022** .002***

<표 4-6> 사회적 기업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업가정신 차이검증

제 2 절 집단 간 비교분석

사회적 기업의 특성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종속변수의 차이

가 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통제변수인 인구학적 특성과 사

회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종속변수인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차이가 있는지

를 집단 간 평균비교(one way ANOVA)를 통해 살펴보겠다. <표 18>은

통제변수를 포함해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해당하는 요인을 기준으로 한

집단 간 평균 비교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차이검증을 살펴보면, 성별

에서는 위험감수성와 사회적 목적 추구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연령은 4개 집단으로 구분했으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요소 모두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종학력은 사회적 목적

추구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기간 또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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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건비 사업개발비

혁신성 3.421* 0.015 1.113 7.143***

진취성 0.073 1.889 0.019 2.909*

위험감수성 2.769* 0.413 1.005 4.845**

사회적현황 3.433* 0.137 0.301 0.642

전문인력채용 모태펀드 시설비지원 세제지원

혁신성 0.153 0.527 0.007 0.014

진취성 0.268 0.258 1.874 1.473

위험감수성 0.040 1.939 0.851 0.003

사회적현황 0.005 0.289 0.095 0.001

<표 4-7> 정부 세부지원에 따른 사회적 기업가정신 차이검증

사회적 기업 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업가정신 차이검증에서는 사회적 기

업의 유형(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

공헌형)에 따라 사회적 목적 추구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부개입에

따른 시기 구분으로 3개의 집단 나누어진 설립시기에 관해서는 요소 모두

에 집단 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직원 수에 대해서는 혁신성을 제외

한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목적 추구 모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직원 수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적 기업의 규모를 측정하는 매출액에

관해서는 모든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정부 세부지원에 따른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지

원받는 경우 혁신성과 위험감수성, 사회적 현황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

한다.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중 혁

신성, 진취성, 그리고 위험감수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사업개발

비를 지원받는 경우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중 혁신성, 진취성, 그

리고 위험감수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이란 지속

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

용,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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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인건비 및 시설비 측면

에서의 지원보다 조직의 사업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측면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효과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제도적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

보다는 실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측

면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경영컨설팅의 경우 경제적 측면(혁신성, 위험감수성) 및 사회적 목적 전

반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사회적 기업에서 경영컨설팅이란 사회적

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말한다.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미션

과 이를 실행할 전략이 필요하다. 미션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가는 이윤창

출을 최종목표로 하는 상업적 기업가와 달리, 이윤창출을 수단으로 공익

을 추구한다. 일반 상업적 영역, 제 3섹터의 성격을 모두 지닌 특수한 형

태의 사회적 기업은 그 운영에 있어 미션에 맞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경제적 측면(혁신성, 위험감수성) 및 사회적 목적 전반에 유의

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조직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경영컨설팅이 사회적 기업의 미션달성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지원에 있어서 경영컨설팅은 사회적 기업가에 영향을

미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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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다중회귀분석

1. 기본 가설의 검정

본 연구는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설문을 통한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세 가지 요인 중 시간

적 선행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인과관계의 추론 보다는 상관관계의 추

론이 더 적합하다. 다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다면, 즉 다른 조건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에 대해 가지는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류근관, 2007).

두 번째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토한다. 다중공선성은 독립

변수 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인 VIF(Variance Inflation Facor)를 통해 다중공선성 측면에

서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가 0.1이하이거나 VIF

가 10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차한계가 최소 .726 이상, 분산팽창요인(VIF)가 1.02∼1.37의 값을 지니

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2. 분석의 결과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사회적 기업가정신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

회적 목적 추구)에 독립변수(정부 지원여부)가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알

아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무엇이 사회적 기업가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 정부 의존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형설정을 토대로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대적 영향력과 설명력을 보기 위해 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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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앞서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일부 있으나, 상관계수가 다중공선성을 우려할 정도

인 0.8을 넘지 않아 회귀분석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는 다음 <표 4-8>과 같다.

정부지원을 독립변수로 한 결과는 다음 <표 4-9>와 같다. 정부지원은

혁신성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 그 외에는

독립변수 외의 통제변수들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유형, 업력, 매출

액, 근무기간, 연령으로 구성된 통제변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 유형에 따

라 각 변수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로도 그렇지 않은 변수로도 기

능했다. 혁신성을 종속변수로 보았을 때는 업력과 매출액 정(+)의 관계를

보였다. 진취성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는 매출액과 연령이 정(+)의 관계를

보였다. 위험감수성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는 업력과 연령에 정(+)의 관계

를 보였다. 사회적 목적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는 유형이 정(+)의 관계를

보였다.

다음 <표 4-10>는 정부지원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혁신성을 대상

으로, 정부지원의 세부항목을 분석한 표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시행했다. 경영컨설팅의 경우

는 전문인력 채용지원에 정(+)의 관계를 보였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경

우, 전문인력 채용지원과는 정(+)의 관계를 보이나 사업개발비 지원과는

부(-)의 관계를 보인다. 인건비와 사업비의 경우에는 함께 지원되는 정부

지원 항목들과의 교호항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세제 지원

의 경우에는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함께 이루어질 때 정(+)의 유의미한 관

계를 지닌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어떤 지원보다 경영컨설

팅과 교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정(+)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혁신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과 더불어

업력과 매출액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진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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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정부지원 여부보다도 매출액과 연령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

다. 위험감수성은 업력과 연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회적 목적의

경우에는 업력이나 매출액과 같은 사회적 기업의 규모 및 안정성을 측정

하는 요소들과는 다르게 사회적 기업이 유형만이 사회적 목적 추구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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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모태

펀드

시설비

지원

세제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

사회적

목적

경영컨설팅 1

공공기관

우선구매
.096 1

인건비지원 .205** .025 1

사업

개발비 지원
.295 .074 .419*** 1

모태펀드 -.083 .127 -.038 -.056 1

시설비지원 .101 -.121 -.049 .119 -.037 1

세제 지원 .096 .334*** .022 -.025 -.050 -.109 1

전문인력

채용지원
.125 .083 .048 .057 .028 -.238** .204** 1

혁신성 .151 .023 .041 .241*** -.070 .025 -.034 .019 1

진취성 -.021 -.138 -.035 .104 -.056 -.034 -.093 .037 .656*** 1

위험감수성 .073 -.052 .071 .156 .129 -.013 .017 .033 .501*** .558*** 1

사회적 목적 .099 .045 -.136 .060 -.059 -.054 .023 .033 .436*** .435*** .227*** 1

<표 4-8> 변수 간 상관관계



- 55 -

모델

혁신성(현황) 진취성(현황) 위험감수성(현황) 사회적 목적(현황)

std.  S.E. std.  S.E. std.  S.E. std.  S.E.

유형 .066 .045 .149 .056 .105 .056 .264** .044

업력 .192** .012 .124 .014 .217** .015 .035 .011

매출액 .244*** .000 .178* .000 .086 .000 .122 .000

근무기간 -.030 .020 .005 .025 -.166 .025 .006 .020

연령 .081 .006 .176* .008 .201* .008 .117
.006

정부지원 .154* .205 .049 .251 .068 .254 .056 .198

표본수(N) 121 121 121 121

  .127* .098 .101 .091

F값 2.721** 2.037* 2.103* 1.877*

<표 4-9> 정부지원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결과

주) *** p<0.01, **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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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혁신성

std.  S.E. std.  S.E. std.  S.E.

업력 .210** .011 업력 .175* .011 업력 .163* .012

매출액 .188** .000 매출액 .243*** .000 매출액 .238** .000

연령 .092 .006 연령 .063 .006 연령 .099 .006

유형 .146 .121 유형 .134 .121 유형 .134 .127

경

영

컨

설

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024 .252 공

공

기

관

우

선

구

매

경영컨설팅 .124 .273

인

건

비

경영컨설팅 .052 .147

인건비 -.065 .256 인건비 .253 .480
공공기관

우선구매
-.076 .210

사업개발비 .051 .256 사업개발비 -.431* .425 사업개발비 .118 .132

세제 -.101 .297 세제 -.165 .339 세제 .147 .254

전문인력 .276** .209 전문인력 .261* .352 전문인력 -.092 .162

  .176   .173   .146

F값 2.593** F값 2.526** F값 2.076**

<표 4-10> 정부지원 세부항목을 통해 본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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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혁신성

std.  S.E. std.  S.E. std.  S.E.

업력 .212** .011 업력 .180** .011 업력 .155* .011

매출액 .206** .000 매출액 .245*** .000 매출액 .215** .000

연령 .091 .006 연령 .091 .006 연령 .090 .006

유형 .162* .124 유형 .160* .123 유형 .095 .125

사

업

개

발

비

지

원

경영컨설팅 .111 .132

세

제

경영컨설팅 -.012 .312

전

문

인

력

경영컨설팅 .245** .183

공공기관

우선구매
-.089 .186

공공기관

우선구매
-.107 .321

공공기관

우선구매
.050 .250

인건비 .068 .120 인건비 - - 인건비 -.272 .225

세제 -.019 .232 사업개발비 -.298 .436 사업개발비 .136 .208

전문인력 .091 .138 전문인력 .444** .438 세제 .077 .254

  .153   .156   .190

F값 2.194** F값 2.540** F값 2.83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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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요소 가설검증결과

가설 1 혁신성 정부지원(+), 업력(+), 매출액(+)

가설 2 진취성 매출액(+), 연령(+)

가설 3 위험감수성 업력(+), 연령(+)

가설 4 사회적 목적 유형(+)

<표 4-11> 가설검증결과

요소 가설검증결과

가설 5

경영컨설팅 & 전문인력지원 정(+)의 영향

공공기관 우선구매 & 전문인력지원 정(+)의 영향

세제지원 & 전문인력지원 정(+)의 영향

공공기관 우선구매 & 사업개발비지원 부(-)의 영향

<표 4-12> 혁신성을 종속변수로 한 교호관계 검증

제 4 절 가설의 검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

지원과 그 세부항목을 변인으로 검토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가설의 검정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표

23>과 같다. 먼저, 정부지원 자체가 사회적 기업가정신 (혁신성, 진취

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목적 추구)에 미치는 영향은 <가설 1>인 혁

신성을 제외하고는 모델을 설명하는 정부 지원 항목의 F값이 유의

미한 수준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각되었다. 혁신성을 종속변수

로 하는 <가설 1>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항목의 F값이 유의미하게

나와 모델의 설명력이 확보되었으나, 영향관계에서 가설과 달리 정

(+)의 영향관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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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설
종속

변수

영향

관계

유의

성
비고

가설1

정부의 지원금 보조는

혁신성에 부(-)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혁신성

(현황)
+ ○

반대로

채택(*)

가설2

정부의 지원금 보조는

진취성에 부(-)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진취성

(현황)
· x 기각

가설3

정부의 지원금 보조는

위험 감수에 부(-)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위험

감수

(현황)

· x 기각

가설4

정부의 지원금 보조는

사회적 목적 추구에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사회적

목적

(현황)

· x 기각

가설5

경영컨설팅 &

전문인력지원

혁신성

(현황)

+ ○ 채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

전문인력지원
+ ○ 채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

사업개발비지원
- ○

반대로

채택(*)

인건비 지원 · x 기각

사업개발비 지원 · x 기각

세제지원 & 전문인력지원 + ○ 채택(*)

<표 4-13> 가설의 검정결과

정부지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혁신성을 대상으

로 정부지원의 세부항목 간 교호작용을 검정한 결과는 <표 4-12>

와 같다. 경영컨설팅의 경우에는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병행될 때 긍

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경우,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함께 지원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드

러났다. 세제지원의 경우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병행될 때 양의 효과

가 나온다고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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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정부의 지원 여부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 중

혁신성에만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완벽하게 통

제된 상태에서 한 실험은 아니었으므로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제시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추정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가적 정신을 바탕으로 구성된 미국의 사회적

기업과는 다른 결과로 한국적 특수성이 바탕이 된 결과로 볼 수 있

다. 2007년「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이후 급증한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쟁 환경 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혁

신성을 신장시키는 형태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혁신’이라

는 단어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한국적 맥락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들이 스스로 혁신적이어야 한다는 자기응답에 따

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에 대해 다른 요소들(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목적)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혁신성이라는 하나

의 요소를 별개로 정부의 지원이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신장시킨다

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매출액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

다.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혁신성과 진취성에 매출액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임을 확인했다. 기업의 규모와 관련된 변수가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보임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7).

이는 작은 규모의 사회적 기업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기업을

운영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7)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모든 요소에 집단 간 차이를 드러낸 매출액의 경

우, 정부지원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사이의 매개변수가 될 수 있다고 여

겨, 매출액을 매개변수로 두고 회귀분석을 시행해보았다. 그러나 유의미

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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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욕구(Safety Needs)가 충족되어야 더 상위의 욕구인 사회적

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 존경의 욕구(Esteem Needs),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를 추구한다(Maslow,

1987).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기업가가 마음껏 기업가정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

에 대한 정부의 예산 증가8)는 동족방뇨(凍足放尿)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를 통해 주도

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설사 정부의 개입이 가능한 공공시장에서

그러한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본래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은 민간시장으로까지 확

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 민간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들

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촉진시켜야 한다. 즉,

민간기업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통로를 마련하거나, 민간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자원연계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회귀 분석 결과, 업력과 연령의 경우도 각각 혁신성과 위험감수성

에 정(+)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의 경우는 기업의

설립 초기보다는 기업을 운영해 가면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신장

됨을 뜻한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립초기의 기업가정

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이끌어줄 필요가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혁신성을 대상으로

어떤 세부지원항목들이 함께 지원되어야 혁신성을 신장시키는지를

8) 일자리창출 인건비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직접지원은 줄어들었으나, 자

치단체에서의 지원수준이 감소폭 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는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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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채용지원의 대상

·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

람 (단, 문화·예술·디자인·영상 관련, 무역, 정보·통신·컴퓨터,

MD(상품기획)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

나,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위의 각 분야 및 경제·경영학 관련 석·박사 학위 소지자

분석한 내용이다. 분석결과,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경영컨설팅이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그리고 세제지원 등과 함께 지원될 때 혁신성에

정(+)의 영향을 끼쳤다. 이는 전문인력의 시너지 효과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정부에서 채용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대상

의 기준이다.

자료: 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 기업은 혁신을 선도하는 고학력, 고기술의 전문인력을 사

실상 확보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전문기술을 지닌 인력은 높은 상

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원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전문성이

나 업무 숙련성을 활용하고자 해도 보상이 부담스러워 고용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2009).

초기 단계의 사회적 기업의 상당수가 운영방법 및 노하우의 부족

으로 기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인력이 확보된다면

사회적 기업의 운영 및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초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통해 사회적 기업 초기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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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코멘트

“저희는 미디어 분야 사회적 기업입니다. 공공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서비스합니다. 일의 특성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은 초

보자들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최저 시급 정도라서 저희가 자

부담을 많이 내서 전문 인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

이 아주 큽니다.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창원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공미디어 단잠 김달님 기획팀장)

창원시보 64호 (2013.2.25.)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은 아직 도입 초기단계여서, 좋은 뜻을

갖고 사회적기업을 시작한 기업인의 상당수가 사업 경륜과 노하

우 부족으로 뜻을 펴지 못하고 좌초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기업진흥원장 류시문)

한겨레 (2011.6.30.)

줄 수 있을 것이고, 이후에도 사회적 기업 내부에서 기업의 질적 성

장과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은 주로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 논의가 이

루어졌다. 그러나 경영혁신이나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등 질적 성장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를 위한

일률적인 인건비지원보다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사업개발비지원이 함께 지원되면 혁신

성에 부(-)의 영향을 보였다. 공공기관 우선구매란 사회적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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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코멘트

“어찌 보면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사회적기업이 사회 문제를 푸는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인프라를

확충해주거나 사회적기업의 역량에 맞게 자원을 연계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함께 일하는 재단 사회적 기업 총괄지원 팀장, 박성철)

머니투데이 (2013.3.11.)

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업개발비 지원

이란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브랜드(로고), 기술

개발 등 R&D비용,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사업개발비 지원의 병행이 혁신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통해

판로개척을 해주면 사업개발비지원의 목적인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을 하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혁신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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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의의

1. 연구결과의 요약

경제활동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제 3의 경제주체로서 사회적 기

업은 동태적인 환경의 제약 속에서 경제적 목적 추구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윤 창출 등

경제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역량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및 기관특성에 따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나

타나는 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

인 사회적 기업가의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현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정부지원의 인력창출 효과나 지

속가능성과 같은 성과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해서

는 개념 및 통합적 틀, 구성요소 등에 머무른 경우는 상당수가 존재

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축적에서 나아가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직접

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분석을 실시하였고, 관련 연구들을 참고하여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및 사회적 목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측정

하였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지원과 연령, 규모 및 기관유형

에 따른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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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첫째, 사회적 기업가들은 사회적 목적(공익성)에 더욱 비

중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위험감수에

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두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들은 앞으로 혁신성이나 진

취성과 같은 요소들을 더욱 신장시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

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나가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부지원에 따른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

부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 유형과 세부지

원 내용에 따라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기

관의 규모에 따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정부지원 자체가 사회적 기업가정신

에 미치는 영향은 혁신성에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냄을 확

인했다. 정부지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혁신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의 세부항목 간 교호작용을 검정한 결과경영컨설

팅의 경우에는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병행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경우, 전문인력 지원사

업과 함께 지원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드러났다. 세제지원

의 경우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병행될 때 양의 효과가 나온다고 검

증되었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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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에 대한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어

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

한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지원

을 통한 인력창출에 두었다면, 이를 넘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높이

고 효과적인 사회적 기업가 육성에 대한 지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호항 연구를 통해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잘

발휘되려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

도 병행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현

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경우, 혁신성과 진취성 및 위험감수의 경

제적 측면보다 사회적 목적 추구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 공익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을 중요

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윤창출 등의 경제적 측면 또한

기업의 지속적 운영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경제적 측면의 요소들이 발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지원이 이미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

원여부보다 지원 유형과 세부지원 내용이 중요하다. 현재 정부의 인

건비 위주의 정책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받기 용이한 분야에 머무르

게 해 사회적 기업이 더욱 발전할 기회를 앗아갈 수 있다. 또한 보

조금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 사회적 기업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평가, 2012). 즉, 사회적 기업을 설립은 공익

(사회적 목적)을 고려함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지원금과 같은 강

력한 인센티브로 인해 사회적 목적이 부족한 경영자가 사회적 기업

을 설립하는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

업 평가, 2012).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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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률

적인 재정적 지원보다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더욱 근본적인 지원정책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기

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비용보전과 구매실적

을 위한 지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실제 관리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전

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복잡화되고 다양화된 현대사회에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9).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와

사회구성원들 간 수평적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collaborative governance) 틀 안에서,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확보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자·설계자로서 정부

의 역할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명석 외,

2009)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함에 일률적인 재정보조 보다 적절

한 보조를 통해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신장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9) 프랑스의 연 매출 8000억 원에 이르는 그룹 SOS가 대표적이다. SOS가

10년 전 개설한 ‘노숙자 치료 쉼터’는 정부가 직접 노숙자의 치료 및 건

강 문제를 다룰 때보다 관련 비용이 50∼75% 절감되었다(한국경제,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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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이는 운영에 있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사회적 기업의 모습을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인 사회적 기업가의 모

습을 통해 보고자 함이었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정부지원의 인력창

출 효과나 지속가능성과 같은 계량적 효과에 초점을 두었고,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는 개념 및 통합적 틀, 구성요소 등에 머무른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를 계량화 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 따른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인과관계성을 측정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방법론적 측면의 한계와 내용적 측면의

한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방법론적 측면의 한계

첫째, 조사방법 상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서베이를 토대로 계

량분석을 했다. 이때 정부지원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데이

터를 토대로, 구체적인 수준까지 측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서베이라

는 조사방법 상의 한계로 정부지원 측정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

다. 사회적 기업가정신 측정에 관해서는 본인의 스스로 상태에 관해

응답하는 것이므로 서베이가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응답의 과정에

서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었다. 이는 서베이가

자체가 지닌 내재적 한계와 더불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같은 방

법으로 측정하는 동일방법편의 (Common Method Bias)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박원우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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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을 전체로 한 전수조사였지만, 실제 응답률이 159명(18.4

7%)으로 분석의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성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후 인증기업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예비인증기업까지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방법론 측면에서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엄밀하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문을 통한

연구에서는 시간적 선행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상관관계의 추론

은 가능하지만,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 도구

변수를 이용한 역의 인과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내용적 측면의 한계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

지만, 아직 이론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선행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

지 못했다. 사회적 기업이 충분히 성숙해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마음

껏 발휘될 수 있는 토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측정한다

는 것이 시기상조로 여겨질 수 있다. 과연 한국적 맥락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측정할 수 있는지,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혁신성, 진취

성, 위험감수성, 그리고 사회적 목적 추구로 세분될 수 있는지에 대

한 규명작업의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인터뷰, 심

층면접 등의 질적 연구의 보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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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연구의 제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해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

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 요소에 대한 응답자의 효과

성을 직접 물어 측정했다. 그러나 효과성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보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보다 객관화할 수 있는 데이터(지

원받은 비용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토대로 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목적)를 토대로 분석한다면 더욱 객관화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와 시장, 제 3섹터에 걸쳐있다. 따라서 제 3섹

터의 NPO나 시장의 기업 등 다른 분야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연구

를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NPO에 속해있는 사람들과 사회적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의 비교는 사회적 기업이 제 3섹터에서 어

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연구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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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혁신성_현황 진취성_현황 위험감수성_현황 사회적 목적_현황

N Mean S.D, Sig. Mean S.D, Sig. Mean S.D, Sig. Mean S.D, Sig.

성별
남성 78 3.678 .581

.404
3.70 .742

.211
3.63 .751

.058* 4.34 .531
.029**

여성 43 3.58 .630 3.52. .715 3.37 .675 4.10 .600

연령

20대 9 3.40 .878

.511

3.22 .912

.275

3.33 .790

.483

3.93 .705

.238

30대 34 3.64 .591 3.61 .783 3.60 .736 4.22 .524

40대 48 3.72 .539 3.65 .614 3.46 .634 4.33 .591

50대 

이상
30 3.61 .594 3.76 .768 3.67 .844 4.28 .503

최종

학력

고졸 17 3.51 .529

.254

3.59 .732

.948

3.59 .734

.617

4.00 .514

.011**
대졸 97 3.65 .597 3.65 .749 3.51 .734 4.33 .558

석사 

이상
7 3.95 .678 3.62 .488 3.79 .699 3.85 .572

근무

기간

1년

미만
15 3.72 .839

.817

3.58 .860

.698

3.71 .752

.831

4.19 .627

.951

1-3년 31 3.65 .639 3.63 .842 3.57 .742 4.29 .633

3-10년 69 3.61 .518 3.60 .689 3.50 .729 4.25 .558

10년

이상
16 3.76 .659 3.85 .580 3.53 .746 4.31 .443

<부록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업가정신(현황) 차이검증 (일원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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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혁신성_현황 진취성_현황 위험감수성_현황 사회적 목적_현황

N Mean S.D, Sig. Mean S.D, Sig. Mean S.D, Sig. Mean S.D, Sig.

유형

일자리 제공형 76 3.61 .580

.470

3.56 .698

.576

3.51 .761

.154

4.16 .548

.021**

사회서비스제공형 6 3.67 .816 3.83 1.006 3.50 .867 4.33 .816

혼합형 21 3.84 .554 3.68 .806 3.33 .639 4.49 .523

기타형 15 3.53 .561 3.86 .627 3.90 .471 4.27 .491

지역사회공헌형 3 3.89 1.018 3.78 1.071 4.00
1.00

0
5.00 .100

설립

시기

1997년 이전 8 3.96 .950

.216

4.00 .854

.307

3.86 .876

.100

4.38 .786

.638
1998년-2006년 27 3.72 .410 3.68 .663 3.72 .525 4.32 .438

2007년 이후 86 3.60 .600 3.59 .736 3.45 .759 4.23 .581

직원

수

1-10명 37 3.65 .618

.403

3.72 .727

.049**

3.54 .740

.055*

4.25 .529

.022**11-99명 79 3.65 .582 3.56 .712 3.49 .709 4.22 .575

100명이상 5 4.00 .624 4.33 .667 4.30 .671 4.93 .149

매출

액

100-1000만원 2 5 0

.002***

4.83 .236

.010**

4.50 .707

.038**

4.83 .236

.002***2000-5000만원 6 3.22 .655 3.17 .753 3.00 .707 3.61 .390

5000-1억미만 7 3.53 .578 3.35 .786 3.35 .632 4.02 .571

1억이상 16 3.67 .561 3.69 .690 3.59 .726 4.33 .540

<부록2>사회적 기업에 따른 사회적 기업가정신(현황) 차이검증 (일원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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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_현황 진취성_현황 위험감수성_현황 사회적 목적_현황

F값 Sig. F값 Sig. F값 Sig. F값 Sig.

정

부

지

원

경영컨설팅 3.421* 0.066* 0.073 0.788 2.769 0.098* 3.433 0.066*

공공기관

우선구매
0.015 0.903 1.889 0.171 0.413 0.521 0.137 .712

인건비 1.113 0.293 0.019 0.890 1.005 0.318 0.301 0.584

사업개발비 7.143*** .008*** 2.909 0.090* 4.845 0.029** 0.642 0.424

전문인력채용 0.153 0.697 0.268 0.606 0.040 0.841 0.005 0.946

모태펀드 0.527 0.469 0.258 0.612 1.939 0.166 0.289 0.591

시설비지원 0.007 0.935 1.874 0.173 0.851 0.358 0.095 0.758

세제지원 0.014 0.906 1.473 0.227 0.003 0.959 0.001 0.969

<부록3> 정부지원에 따른 사회적 기업가정신 차이검증 (일원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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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조사지

정부지원에 따른 사회적 기업가정신
설문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수학중인 석사과정생 최지

원입니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며,

정책제언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정보는 통게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에만 사용됨을 알

려드립니다.

2013년 9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최지원

지도교수 : 김준기

응답 완료 후
회신하실 곳

전 화:
이 메 일: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

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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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문1. 귀사는 어떤 종류의 사회적 기업입니까?

응답
란

1) 일자리 제공형 2) 사회서비스 제공형 3) 혼합형

4) 기타형 5) 지역사회공헌형

문2. 귀사의 사회적 기업 인증여부는 어떠합니까?

응답
란

1) 인증을 받지 않음 2) 예비 사회적 기업 3) 인증 사회적 기업

문3. 귀사는 몇 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까?
응답란

년

문4. 귀사의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응답란

명

문5. 귀사의 연간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단위: 억 원)
응답란

억
원

문6. 귀하의 근속연수는 몇 년입니까?
응답란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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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 귀사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

습니까?

응답
란

1) 정부지원만 받고 있음

2) 외부의 투자만 받고 있음

3) 둘 다 받고 있음

*정부지원: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건비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모태펀

드, 시설비지원, 세제지원, 사회보험료지원, 전문 인력채용지원

*외부지원: 사회적 벤처편드, 후원금, 회원모집을 통한 회비, 지인을 통한 조달,

은행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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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적 기업가 정신

문8. 현재 귀사의 경영환경에 대해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2 3 4 5

번

호
항목

1) 우리는 지난 5년동안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많이 생산했다.

2)
우리 제품/서비스에 도입된 변화는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

3)
우리는 다른 조직의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보다 내부에서

창의적인 마케팅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우리는 상대기업(경쟁기업)보다 주도적으로 행동한다.

5)
우리는 새로운 업무방식을 다른 기업보다 먼저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틈새시장을

찾고 신속하게 공략한다.

7) 우리는 수익성을 위해 위험한 사업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

8)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려하지 않고 가능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9)
우리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한다.

10) 우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11) 우리는 조직의 이윤이외에도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

12)
우리는 조직의 이익과 동시에 지역공동체 및 조직구성원의 이

익을 함께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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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항목

1) 우리는 지난 5년동안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많이 생산했다.

2)
우리 제품/서비스에 도입된 변화는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

3)
우리는 다른 조직의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보다 내부에서

창의적인 마케팅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우리는 상대기업(경쟁기업)보다 주도적으로 행동한다.

5)
우리는 새로운 업무방식을 다른 기업보다 먼저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틈새시장을

찾고 신속하게 공략한다.

7) 우리는 수익성을 위해 위험한 사업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

8)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려하지 않고 가능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9)
우리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한다.

10) 우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11) 우리는 조직의 이윤이외에도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

12)
우리는 조직의 이익과 동시에 지역공동체 및 조직구성원의 이을

함께 추구한다.

문9. 현재 귀사의 경영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 해 주십시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보통
다소

영향을 미침

매우

영향을 미침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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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문10. 귀사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2가지는 무엇입니까?(중복선택 가능, 우선순위 기재)

1순위 2순위

1) 전문경영능력 부족 2) 근로자 업무능력 부족

3) 마케팅 및 판로 문제 4) 사업장, 장비 및 설비 미비

5) 업종 전문기술 및 정보 부족 6) 운영자금 부족

7) 노무관리 문제

8)기타(구체적으로: )

문11. 귀사의 지출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1) 일반인 추가고용 2) 취약계층 추가고용

3) 추가 서비스 확대 4) 자립 적립금

5) 구성원 성과급 지급 6) 기부/지역사회 재투자

7) 부채 상환 8) 기술 개발 및 설비재투자

9)기타 (구체적으로: )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86 -

Abstract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Social

Entrepreneurship

Choi Jiwon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Social enterprise has a high level of dependence on

government supports. This research conducts a survey on social

entrepreneurship in Korea.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in a long

-run, social enterprise needs continuous supply of capable social

entrepreneurs who can run the company efficiently and continuously.

This research, therefore, looks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upport and social entrepreneurship in the light of the specific situation

in Korea.

Based on data, the researcher attempts to find out social entre-

preneur's present condition and examines the government support.

Moreover, try to figure out whether the agencies' specific characteristics

influence social entrepreneurship or no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indicated as in below.

First, social entrepreneur considers social mission as the most



- 87 -

important factor while choosing the risk-taking the least important

one. Using innovation and proactiveness, social entrepreneur wants

to pursue an economic goal, but only within the allowed limitations

of risk-taking. Social mission is important for social enterprises

as they pursues public good. However, creating profit is also important

to run the company; thus, they seek opportunities to fulfill their

financial needs.

Second, the differences among the factors of social entrepreneurship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typology, scale, and sub-

sections of government support. Government supports social enterprises

in various ways. In this situation, the contents of the support are

important. Government should take greater efforts to create social

entrepreneurship.

Third, the government suppor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pro

activeness. The results of interaction test for proactiveness show

that when expert support is combined with the management consulting,

preferential purchasing of public institutions, or taxation support,

it places positive effects on proactiveness.

Social enterprise can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cut back on

government budget. Thus,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ir role

as a manager and a planner. Government can boost social

entrepreneurship with proper assistance.

keywords : Government support, Social Entrepreneurship,

Innovation, Proactiveness, Risk-taking, Social mission.

Student Number : 2012-2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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