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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이 자원을 획득하고 의존하는 패턴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첫째, 비영리 조직이 얼마나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는지, 둘째 비영리 조

직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기 위한 환경이 얼마나 경쟁적인지, 셋째, 공공부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지로 나누었다. 이러한 자원의존패턴에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혁신가정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도권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를 통해 실증

분석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개념을 진취성, 위험감수, 혁신성, 사회적 가치

창출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을 감수하는 비영리 조직일수록 공공부문의 자원의존도는 낮고 다양한 재원 구

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적 성향이 높은 비영리 조직일수록 경쟁적 환경 아

래서 다양한 재원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

회적 혁신가정신은 다양한 재원 구조를 가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전달조직의 경우 다른 비영리 조직과는 상이한 자원의존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자원의존패턴에 비영리 조직의 업무유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비영리 조직의 장기적 생존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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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비영리 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과 함께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주제어: 사회적 혁신가정신, 자원의존패턴, 비영리 조직】

Ⅰ. 서 론 

과거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이 서비스 생산, 공급 및 

전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현대 행정에서는 참여, 협력의 가치 등이 중시

되고,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이러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비영리 부문을 포함한 민간부문을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렇듯 행정 및 

공공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비영리 조직의 역할과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비영리 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한국은 1990년대 정치체계에 있어 형식적인 민주화를 이룬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었고 이때부터 비영리 조직의 규모와 역할이 급속하게 늘어났다1). 1987년 6월 항

쟁은 시민들의 정치･행정에 대한 참여 욕구 및 기회를 확대시켰고, 이는 비영리 조직의 

생성 및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서정욱, 2012). 

비영리 조직의 생존, 발전 및 성공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정보자원, 기술력, 금전적 자

원 등의 다양한 종류의 유형적･무형적 자원이 필요하다. 한 조직이 생존, 성장,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내부관리요소(internal managerial factors)에 있어서의 효율성 및 효과

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외부 및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가용 자원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

다. 이에 대하여 자원의존이론은 조직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 및 조직의 생

존을 위해서 조직이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Pfeffer & Salancik, 2003). 이와 같이 비영리 조직은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리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능력 및 역량을 상당 부문 할애한

다. 조직이 외부로부터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조직 역할, 행동, 그리고 

목표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Bozeman, 2004; Bretschneider, 1990). 

1) 민주화 시기 이전, 즉 1980년대 말까지 한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등록이 되어 있던 비영리 

조직의 수는 단 773개의 불과하였다(Kim & Mo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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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이 외부로부터 자원을 획득하고 의존하는 양태 - 자원의존패턴2)

(resource dependence patterns)에 주목을 하고 이를 자원의존성(resource dependency), 

자원다양성(resource diversity), 그리고 자원경쟁성(resource competitiveness)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현대의 비영리 조직들은 시장주의 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조직의 생존 

및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신공공관리 패러다임 이후 공공부문에 있어 시장주의가 확대

되고 조직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되었다. 이로 인해, 비영리 

조직들 역시 성장 및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조금 더 역동적으로 외부 환경에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재정지원이 줄어듦에 따라, 

필요 자원을 얻기 위한 비영리 조직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비영리 조직

의 활동 및 성과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현대 비영리 

조직들은 공공적･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본질적 목표뿐만 아니라 조직을 효과적이고 효율

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조직 관리도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Seo & Chung, 2012; 

Carman, Fredericks, & Introcaso, 2008). 이를 위하여 현대 비영리 조직들은 민간 영역

의 조직 관리 기술(managerial skills) 및 운영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의 이러한 노력들이 사회적 혁신가정신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조직의 자원의존패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적 혁신가정

신3)(social entrepreneurship)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서부터 그 개념을 찾을 

수 있다. 즉 사회적 혁신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은 민간부문(시장)의 기업가 정

신(entrepreneurship)의 특성에 기반하여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게 구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배귀희, 2011; Pestoff, 1998).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핵심 구성요소로서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혹은 사회적 목적(social mission)의 중요

2)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존패턴의 하위 구성요소로 자원의존성, 자원다양성, 자원경쟁성의 세 가지 차원

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 조직이 외부로부터 자원을 획득하고 의존하는 양태는 제시된 세 가지 차원 

이외에 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의존패턴은 닫힌 개념이 아닌 열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내의 많은 기존 연구들(최지원･김준기, 2014; 김명희, 2013; 이용탁, 2011, 2009; 배귀희, 2011 

등)이 ‘Social Entrepreneurship’을 사회적 기업가정신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연구 대상이 사

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혹은 사회적 기업가인 경우, 사회적 기업가정신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본 연구 대상은 사회적 기업(가)이 아닌 일반 비영리 조직이라는 점에서 ‘Social 

Entrepreneurship’을 사회적 혁신가정신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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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한다(Asutin, Stevenson, & Wel-Skillern, 2006; Mari & Marti, 2006; Young, 

2001; Dees, 1998).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혁신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은 공공 

혁신가적정신 및 기업가 정신의 특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창출(social value creation)이라

는 비영리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핵심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4).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자원의존패턴과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혁신가정신이 어떠

한 관계를 보이는지 실증적인 고찰을 시도한다. 연구를 위해 II장에서는 자원의존이론과 

사회적 혁신가정신, 자원의존패턴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연구 방법 

및 연구 분석틀을 제시한다. IV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 및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및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혁신가정신에 대한 이론적 고찰

사회적 혁신가정신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1990년대부터 복지국가의 개혁 과정에서 발

생한 대안으로 제시되며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확대되었다(배귀희. 2011;199-200). 초

기의 사회적 혁신가정신에 대한 개념은 축소되는 자금 조달 환경에 대한 대응(Eikenberry 

& Kluver. 2004, Foster & Bradach. 2005), 재정적 독립성의 유지(Dees. 1998, Froelich. 

1999) 등을 위해 비영리 조직이 채택하는 수단으로 수단(Dees & Elias. 1998, Newman 

& Wallender. 1978)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연구들은 ‘사회적’인 측면과 ‘혁신가정신’의 

두 측면으로 세분화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Dacin 등은(2011) 그간의 연구들을 종합하

여 1) 개별 사회적 혁신가의 특성에 관한 연구, 2) 사회적 혁신가들의 활동 반경과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니즈 및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3) 사회적 혁신가가 활용하는 자원 및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4)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미션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공공조직과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학자

들마다 다양한 정의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비영리 조직의 운영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를 살펴보면, 비영리 조직의 설립(Dees. 1998),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4) 사회적 혁신가정신을 구성하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지만, 많은 국･내외

의 연구들(최지원･김준기, 2014; 배귀희, 2011; Sullivan, Weerawardena, & Carnegie, 2003)이 위의 

네 가지 요소를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고, 본 연구도 기존 연구의 방향을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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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Fowler. 2000), 사회적 목적을 위한 혁신적 행동(Brooks, 2009; Mair & Marti, 

2006), 그리고 사회적 가치창출활동(Austin et al., 2006)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

어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기본으로 사회적 혁신가들이 가져야 할 요소를 제시하는 연구들

도 있다5). 

연구자 연구대상조직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구성요소

Leadbeater
(1997)

비영리 조직/
사회적 활동

① 활기찬 리더십 ② 한정된 자원의 창조적 활용
③ 장기적 고객관계의 유지

Dees(1998)
공공조직/

비영리 조직
5가지 주요 차원: 사회적 미션, 새로운 기회포착,
지속적 혁신, 활동의 대담함, 책임성의 추구

Borins(2000) 공공부문 조직
① 혁신의 원천 ② 혁신 유형 ③ 혁신을 이끄는 조건 ④ 혁신의 지지
자 ⑤ 혁신의 장애물을 측정함

CCSE(2001)
비영리 조직과 

기업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② 비영리 조직의 혁신가적 활동

Shaw et al.,
(2002)

비영리 조직
창조성, 혁신가성향, 윤리적 활동을 사회적 혁신가의 주요 특성으로 
제시함

Thompson
(2002)

비영리 조직
사례연구를 통해 4가지 특성 제시: 직무창출, 사업장의 효율적 활용, 
후원자들의 개발, 사람에 대한 도움활동

Sullivan et al.,
(2003)

비영리 조직
① 사회적 미션의 수행 ② 균형된 판단 ③ 보다 나은 사회적 가치창출
을 위한 기회 인식과 활용 ④ 혁신적, 진취적, 그리고 위험감수성향

<표 1>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 Jay. Weerawardena & M. G. Sullivan. (2006). Investigating Social Entrepreneurship: A 
Multidimensional Model, Journal of World Business. (41): 23-24. 이용탁(2009)에서 재인용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혁신

가정신에 대한 개인적 특성이나 리더의 특성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정의가 일정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동적 특성을 규명한 연구(Covin & Slevin, 1986)와 Prabhu 

(1998)와 Sullivan et al.(2003)등에서 제시된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개념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사회적 혁신가정신을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혁신가정신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고(Prabhu, 1998; Roling, 2002; Young, 2001)6),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5)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조직으로서 혁신가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조직

으로 정의된다(OECD. 1999) 영국의 Social Enterprise Coalition(2003)은 사회적 기업을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 조직이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기

업으로 정의한다.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

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사회적 혁신가정신을 이해하기에 앞서 사회적 혁신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리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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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대한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혁신가정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ron & Shane(2005)는 ‘혁신가정신

(Entrepreneurship)’을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항상 기회를 추구하고, 혁신

적인 행동을 하며, 시장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으로 정의한다(이신

남. 2014; 173). 그러나 Weerawardena & Sullivan(2006)은 사회적 혁신가정신을 영리조

직의 혁신가정신과 비교하여 혁신추구성(innovativeness), 진취성(proactiveness), 그리고 

위험관리활동(risk management)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이것이 사회적 혁신가정신을 측

정할 수 있는 도구로 보고 있다. 

첫째 혁신추구성과 진취성의 측면에서 사회적 혁신가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

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혁신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마케팅,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 사회 서비스의 전달 등과 같은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혁신적 방법

을 모색한다는 것이며, 기금조성 등에서도 혁신적 기법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위험관리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혁신가가 일반 민가부문의 기업가와 

유사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기업가의 경우 사회

적 변화에 대한 도전은 개인의 신념에서 나오게 되며, 성공과 실패 모두 기업가의 학습경

험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위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적 혁신

가의 행동은 조직의 지속가능성 추구라는 사회적 기업의 최우선 목표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일반 혁신가 정신과 구별된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혁신가의 개념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혁신가정신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회적’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적 혁신가정신은 혁신가정신을 구성하는 개념에 사회적 미션 또는 사회변화가 핵심

요소로 추가된다(Dees, 1998). 이는 사회적 가치창출의 의미로서 비영리 조직이 가지는 

본래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는가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혁신가정신은 ‘혁신가정신

(entrepreneurship)’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기반하여 비영리 조직 본연의 특수성을 반영

한 사회적 특성의 요소가 함께 구성된다고 본다. 즉 혁신가 정신의 세 가지 구성요소, 혁

신 추구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창출의 특성이 포함되어 사회적 혁신

가정신의 개념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구성요소들이 각각 비영리 조직의 자원

의존양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 메카니즘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혁신가로 묘사된다(Dees, 1998a). 사회적기업을 논할 때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이다(배귀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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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의존이론과 비영리 조직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은 기본적으로 한 조직이 생존하고 성장하

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써 외부 환경과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중시한다. 전통

적인 관리적 접근들은 주로 조직 내부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통해 조직 목표달성 및 

조직이 원하는 성과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반면에 자원의존이론은 열린 체

제(open system)로서의 조직을 강조하며 조직이 외부로부터 어떻게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는다. 한 조직의 성공과 생존을 위해서 내부요소(internal 

managerial factors)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적 요소로서의 외부요소

(external factors)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현대 조직이 내부 관리의 효율성 및 효과

성 제고만을 통해 조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의 기능성 제고 및 조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조직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가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Yuchtman & Seashore, 

1967; Gollmar, 2008). 즉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가치 있는 자원의 획득은 조직 

효과성 제고 및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의존이론 관점에서 외부요소 특히 외부환경에 대한 의존 없이 한 비영리 조직이 

성공하거나 지속적인 생존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비영리 조직의 경우 기본

적으로 사익추구를 위한 수익 활동보다는 사회적･공익적 가치 추구에 조금 더 관심을 갖

는다. 따라서 비영리 조직은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조직 및 사기

업들과는 달리 재정자주성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조직의 생존 및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

해 비영리 조직들은 필요한 가용재원을 개인, 상위 비영리 조직, 민간기업, 정부와 같은 

외부 자원제공자(external resource providers)들에게 상당부문 의존하게 된다. 비영리 

조직에게 있어서 외부환경과의 상호의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외부 환경

과의 교류를 통해 자원을 획득하는 양태(자원의존패턴)는 비영리 조직의 생존뿐만 아니

라, 조직행태(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목표의 형성 및 실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3. 조직의 자원의존패턴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이 자원을 획득하는 패턴을 자원다양성, 자원경쟁성, 자원의존

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한다. 조직은 조직의 성공 및 생존을 위해서 혹은 조직 목표 

및 조직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유･무형의 다양한 종류의 자원이 필요하다. 비영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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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인적자원, 정보자원, 기술력, 금전적 자원 등의 다양한 종류의 자원의 필요하다. 조

직이 자원을 획득하는 패턴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조직은 자원의 종류를 다양하게 획득하

거나 일정 종류의 자원을 다양한 출처(source)에서 획득한다. 또한 조직은 일정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거나 그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조직이 자원을 획득하는 패턴은 어느 한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보

다 상당히 복합적인 패턴을 가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Seo, 2011). 이에 본 연구

는 조직이 자원에 의존하는 패턴을 자원다양성, 자원경쟁성, 자원의존성의 차원으로 나누

어 본다.

자원의존패턴의 첫 번째 차원인 자원다양성(resource diversity)은 ‘비영리 조직이 얼마

나 다양한 재원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Pfeffer & Salancik, 2003; 

Lan, 1991). 일반적으로 비영리 조직의 자원은 정부의 지원, 영리 혹은 비영리 재정 지원 

조직, 개인 혹은 기업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조직의 “자원이 얼마나 다양하느냐”는 비영

리 조직의 이질성(heterogeneity)에 영향을 줄 수 있다(DiMaggio & Anheier, 1990; 

Salamon,1987; Kramer, 1981). 재정 자원에 있어 다양한 출처를 가진 조직들은 기부자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개입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반면 집중적인 자원의존 패턴을 

가진 조직들은 중앙집중적 조직 구조, 의사결정, 좀 더 단일화된 조직 미션과 목표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수준이 높은 비영리 조직은 다른 비영리 

조직들에 비하여 다양화된 재원구조를 갖추어 단일화된 조직 특성을 가지기보다 좀 더 

다원화된 조직 특성을 가지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수준이 높은 비영리 조직은 다양화된 재원구조(자원다양성)를 가질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인 자원경쟁성(resource competitiveness)은 ‘비영리 조직이 의존하는 자

원의 경쟁성 정도(Seo, 2011)’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비영리 조직이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외부의 다른 비영리 조직과 높은 수준의 경쟁을 해야 한다면, 해당 비영리 조직

의 자원경쟁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행정안전부에 의한 

재정지원이 약 2억원 이상 삭감되었지만 비영리 조직의 수는 상당히 증가하였다(Seo, 

2011). 현재 비영리 조직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

을 서로 획득하기 위해 과거에 비하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쟁을 하고 있다. 조직 차원

에서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역량은 조직 생존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량이다

(Fowler, 1995; UNDP, 2007; 한상우･최길수, 2006). 따라서 비영리 조직에 있어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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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이는 비영리 조직의 생존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한 역량이 된다. 특히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수준이 높은 비영리 조직은 기업과 

같이 경쟁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원경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렇지 못한 

비영리 조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수준이 높은 비영리 조직은 자원획득에 있어서 경쟁적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자원경쟁성)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원의존성(resource dependency)은 ‘비영리 조직이 어디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얻는지(Seo, 2011; Lan, 1991)’의 차원이다. 비영리 조직의 자원은 조직의 구성원

이나 지지자들로부터의 기부나 회비, 기부금, 정부 및 민간단체의 재정지원 등 다양한 원

천으로부터 획득된다. 비영리 조직에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이 삭감됨에 따라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자원 동원이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황성철, 2000). 하

지만 여전히 정부는 비영리 조직의 중요한 재정지원자(funder)로서 안정적으로 재정자원

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원이 어디에서부터 구성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조직의 목적이나 미션, 그 역할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Seo,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조직이 공공부문(중앙 및 지방정부)으로부터의 재원의존도가 높은 

경우, 해당 조직의 자원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조직이 

자원을 획득하고 동원하는 양태를 크게 자원다양성, 자원경쟁성, 자원의존성으로 나누고, 

재정적 자원(financial resource)을 중심으로 비영리 조직의 자원의존패턴을 분석한다. 

기존의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은 비영리 조직이 지닌 다양한 특성

들이 비영리 조직의 자원동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Frumkin & Kim, 2001; 

Hager, Rooney & Pollak, 2002; Stone, Hager & Griffin, 2001). 이에 본 연구는 조직의 

자원 동원을 좀 더 다각화된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비영리 조직이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얼마나 경쟁적으로, 특히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의 자원의존패턴에 

사회적 혁신가정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다른 비영리 

조직보다 혁신을 추구하고 진취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비영리 조직은 다양화된 재원 구조(revenue structure)를 가질 확률이 높고 자원 획

득에 있어서 경쟁적 환경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고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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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수준이 높은 비영리 조직은 공공부문에 대한 재원의존도(자원의존성)가 낮을 

것이다.

Ⅲ. 연구조사의 설계

1. 조사대상7)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비영리 조직

이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이 되었고8), 유사 전수조사방식

(complete enumeration sampling method)을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대상 조직은 1차적

으로 2010년 현재 중앙 정부부처에 등록되어 있는 1,142개의 조직으로 제한하였고, 다음

으로 경제적 요인 및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비영리 

조직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조직은 총 593

개였고, 해당되는 모든 조직을 설문을 돌려 최종으로 총 179개의 조직이 설문에 응답하여 

최종 응답률은 약 30.2%였다. 본 연구는 기초통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수집

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7) 본 연구의 분석은 서정욱의 박사학위 논문(2011) 중 설문데이터를 일부 활용하였다. 

8) 설문은 수도권 지역 비영리 조직의 관리자 혹은 재정 관련 책임자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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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측정 및 방법론

본 연구의 목적은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혁신가정신과 자원의존패턴과의 관계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하위 요소들이 세 가지 차원의 자원의존패

턴에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혁신

가정신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자원의존패턴의 세 가지 

측면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경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핵심 구성요소로 진취성, 위험감수, 혁신성, 

사회적 가치창출을 제시하고, 이를 리커드 리커트 7점 척도(Likert seven-point scale)를 

통해 구체화하였다.  

첫 번째 종속변수인 자원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의 재원을 ①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재원, ②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재원, ③ 각종 수익사업 및 수익자 부

담원칙에 의거한 재원, ④ 기타 재원의 총 4가지 종류의 재원으로 분류하였다. 공공부문

으로터의 재원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수의계

약’, 그리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상배정’이 포함된다. 민간부문으로 부터의 재원은 개

인과 민간기업에 의한 기부 등이 포함된다. ‘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 수입’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 판매를 통한 수입’ 등은 각종 수입사업 및 수익자 부담원칙(user charges)에 의거

한 재원에 포함된다. 기타 재원은 앞서 제시한 재원 이외에 다른 금전적 자원을 의미한다. 

비영리 조직의 자원다양성 변수는 이러한 네 가지 재원으로부터 얼마나 다양하게 자원이 

이루어졌는지로 조작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래 <표 2>에 제시된 수식을 사용하였다. 수

식에 따르면 비영리 조직이 높은 자원다양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제시된 4가지 종류의 재

원에 고르게 의존해야 한다. 자원다양성은 수식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최소값은 약 56.70, 

최대값은 100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령 한 비영리 조직이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재원에 대

한 의존도가 100%라면(자원다양성이 거의 없다면) 해당 조직의 자원다양성 값은 56.70을 

갖게 된다. 반면 한 조직이 네 가지 재원에 고르게 의존한다면, 해당 조직의 자원다양성 

값은 1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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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다양성(Resource Diversity) = 100 –

RGov: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재원 
RPri: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재원 
RCom: 각종 수익사업 및 수익자부담으로부터의 재원
ROth: 기타 재원

자원의존성(Resource Dependency) =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재원)/(전체 재원)

<표 2> 자원다양성, 자원의존성의 측정

두 번째 종속변수인 자원의존성은 비영리 조직의 전체 재원대비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재원 비율로 측정한다. 예를 들어, 한 비영리 조직의 재원 대부분이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

터 온다면 본 연구에서는 해당 비영리 조직의 자원의존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개념화하

였다. 세 번째 종속변수인 자원경쟁성은 비영리 조직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로 측정하

였다. 비영리 조직들에게 외부로부터 재원을 얻기 위해 조직이 얼마나 경쟁적인 환경에 

처해 있는지 설문하여 이를 리커드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진취성, 위험감수, 혁신성, 사회적 가치창출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아래 <표 3>에 제시된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분 내용 및 측정

사회적
혁신가
정신

진취성
§ 우리 조직은 지난 2년간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 우리 조직은 지난 2년간 새로운 행정절차나 기술을 도입하였다. 

위험
감수

§ 우리 조직은 새로운 업무 수행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 우리 조직의 구성원 대부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혁신성
§ 우리 조직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하는데 혁신적이다.
§ 우리 조직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경영) 혁신을 강조한다. 

사회적
가치창출

§ 우리 조직의 성과 및 업무는 공공성에 부합한다.
§ 우리 조직의 목표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부합된다.

자원
의존
패턴

자원다양성 § <표 3>에 제시된 수식을 통해 측정

자원
경쟁성

§ 우리 조직은 외부로부터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외부 조직들과 경쟁
을 한다. 

§ 우리 조직은 새로운 자원제공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자원
의존성

§ <표 2>에 제시된 수식을 통해 측정

<표 3>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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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및 논의

1. 분석대상 조직의 기초통계

<표 4>는 설문 응답 비영리 조직의 조직 나이와 조직 규모에 대한 기초통계자료이다. 

표를 보면 조직 나이가 11년 이상 되는 조직이 전체 응답조직의 약70%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한국 비영리 조직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비영리 

조직의 나이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는 상당한 이외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비영리 

조직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명확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렇지만, 한국 비영리 조직의 활동 및 성격에 있어서 관변주의적 성격을 탈피하고9), 현대

적 의미 비영리 조직 태동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10) 많은 학자들은 한국의 비영리 조직의 역사를 약 40년 정도로 보고 

있다(Jung & Moon, 2007). 다음으로 정규직원(regular staff)의 수를 통해 비영리 조직의 

규모를 보면, 설문응답 조직의 약 40% 정도가 4-6명 정도의 정규직원을 가진 조직 규모

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의 나이 조직의 수 비율(%) 조직의 규모 정규직원의 수 비율(%)

2년 미만 10 5.6 3명 미만 8 4.5

2 – 4년 10 5.6 4 - 6명 72 40.2

5 – 7년 13 7.3 7 - 9명 32 17.9

8 - 10년 21 11.7 10 –12명 17 9.5

11년 이상 124 69.3 13 - 15명 11 6.1

무응답 1 0.6 16 - 18명 10 5.6

총계 179 100.0 19명 이상 29 16.2

<표 4> 분석 대상 비영리 조직의 나이와 규모

<표 5>는 비영리 조직 국제분류기준(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 ICNPO11))에 의거한 설문응답 기관의 업무유형을 보여준다. 표를 보면 

9)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비영리 조직이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권위주의에 기반하여 정부주도의 경

제성장 과정 하에서 시민 중심의 단체가 아닌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관변단체 위주로 발전해 왔다

고 주장한다(김태룡 외, 2011). 

10) 학자들에 따라 비영리 조직의 시작을 1900년대 초 흥사단, YMCA 등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임승빈, 

2012; 신희권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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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응답 조직의 약 36% 정도가 ‘교육 및 연구(education and research)’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약 25%가 ‘법･권익보호･정치’(law, advocacy, & politics)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대상 조직의 약 60% 정도가 두 가지 종류의 활동

유형으로 구분됨에 따라, 분석 대상 조직업무 유형의 편향성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업무 유형의 편향성이 갖는 통계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모델을 통해 분

석을 할 때, 조직유형 변수(1유형: 교육 및 연구, 2유형: 법, 권익보호, 정치, 3유형: 그 

외 비영리 조직)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ICNPO 분류기준 조직의 수(개) 비율(%)

교육 및 연구 64 35.8

법･권익보호･정치 45 25.1

박애 및 자원봉사 14 7.8

문화 및 여가 11 6.1

기타 11 6.1

사회복지서비스 9 5.0

국제연대･국제협력 7 3.9

사업주･전문가단체･노조 7 3.9

주택･주거･지역개발 4 2.2

보건의료서비스 3 1.7

환경 3 1.7

종교 1 0.6

총계 179 100

<표 5> 설문응답 기관의 업무 유형 분포(N =179)

<표 6>은 설문응답 비영리 조직이 의존하는 자금원(funding sources)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영리 조직을 위한 총 9가지 종류의 재원을 제시한다(표 7 

참조). <표 7>에 따르면 약 36%(①+②)의 비영리 조직들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조직의 3/4 이상이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예산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사대상 80% 이상인 148개(③+

⑧)의 비영리 조직이 사용자(고객)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거나, 재화나 서비스 판매 등의 

자체 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 조직활동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ICNPO는 United Nations(UN)이 추천하는 비영리 조직 분류기준으로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영

리 조직의 활동유형을 총12가지(major activity groups)로 나누고, 12가지의 대분류 아래 24가지 

소분류 활동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CNPO 대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한국의 비영리 

조직의 업무유형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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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의 종류 조직의 수(개) 비율(%)

①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의 보조금 134 17.9

②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배정(appropriations) 134 17.9

③ 사용자(고객)로부터의 수수료 수입 103 13.7

④ 개인의 개부 90 12.0

⑤ 민간기업의 기부 77 10.3

⑥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수의계약 52 6.9

⑦ 비영리재단으로부터의 보조금(grants) 49 6.5

⑧ 재화나 서비스 판매를 통한 수입 45 6.0

⑨ 기타 자금원 35 4.7

⑩ 비영리재단과의 수의계약(contract) 31 4.1

총계 750 100

<표 6> 비영리 조직의 재원 유형 (N = 179) 

<그림 2>는 설문응답 조직들의 자금원(funding sources)에 대한 기초통계지료이다. 

179개의 설문응답 조직 중 총 109개의 조직(60.9%)들이 2∼4 가지 종류의 자금원에 의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비영리 조직 당 4.2개의 자금원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설문응답 조직의 평균 의존 재원 수 (N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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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자원의존패턴에 대한 영향 분석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의 자원의존패턴과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혁신가정신이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총 179개의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표 7>은 연구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이다. 

주요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원
의존
패턴

자원다양성 179 65.29 8.849 56.70 92.35

자원경쟁성 179 4.07 1.63 1.00 7.00

자원의존성 179 .68 .347 .00 1.00

사회적
혁신가
정신

진취성 179 5.10 1.09 1.33 7.00

위험감수 179 4.17 1.27 1.00 7.00

혁신성 179 4.11 1.50 1.00 7.00

사회적 가치창출 179 5.62 1.02 1.50 7.00

<표 7> 기술통계표

첫째, 자원다양성은 네 가지 유형의 재원 중 한 가지 종류의 재원에만 의존하는 경우에

는 최소값 56.70으로 측정되었다. 반면 네 가지 재원으로부터 비교적 다양하게 의존하는 

비영리 조직은 최대값 92.35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전체 재원대비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재원 비율로 측정되는 자원의존성의 경우, 

연구대상 비영리 조직의 재원의 68%정도가 공공부문 재원으로부터 충당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표 8>에 따르면 연구 대상 비영리 조직의 ‘위험감수’와 ‘혁신성’ 정도는 각각 

평균 4,17과 4.11로 나타났고, ‘진취성’과 ‘사회적 가치창출’ 정도는 평균 5.10과 5.62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영리 조직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의 조직유형 변수는 세 가지 차원의 자원의

존패턴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9 참조). 먼저 자원경쟁성의 차

원에서 보면 조직유형에 따라 자원경쟁성 정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른 유형의 비영리 조직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제연대･국제협력’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군들이 외부로부터 가용 자원을 얻기 위해 높은 수준의 경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반면, ‘교육 및 연구’ 그리고 ‘법･권익보호･정치’를 담당하는 비

12) 종교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비영리 조직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자원경쟁성과 가장 낮은 수준의 

자원의존성을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 종교를 담당하는 비영리 조직의 표본 수(1개)가 지나치게 작다

는 점에서 결과의 신뢰도를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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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조직군들은 자원획득을 위한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

다양성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박애 및 자원봉사’, ‘국제연대･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비영리 

조직이 다른 종류의 비영리 조직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재원을 고르게 

활용하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들 조직군들이 조직 운영에 있어 공

공부문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조직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문화 및 여가’ 그리고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조직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의 자원다양성을 보는 동시에, 이들 조직군들은 조직 운영에 있어 공공부문 재원에 대한 

의존도(자원의존성)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내용

자원
경쟁성

높은 조직 종교(6.0), 국제연대･국제협력(5.7), 사회복지서비스(5.2)

낮은 조직 교육 및 연구(3.8), 법･권익보호･정치(3.8)

자원
다양성

높은 조직 박애 및 자원봉사(72.50), 국제연대･국제협력(71.64)

낮은 조직 문화 및 여가(62.77), 교육 및 연구(63.53)

자원
의존성

높은 조직 문화 및 여가(.84), 법･권익보호･정치(.80), 교육 및 연구(.78)

낮은 조직 종교(.00), 국제연대･국제협력(.06), 박애 및 자원봉사(.30)

<표 8> 비영리 조직의 업무 유형별 자원의존패턴

주: (  ) 숫자는 각 변수의 측정 값임. 

넷째, 비영리 조직의 재원 구조(revenue structure)에 따라 관계성의 차이가 존재하지

만, 비영리 조직에서의 자원다양성과 자원의존성13)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표 

9>에 따르면 자원다양성이 높은 비영리 조직은 자원의존성(공공재원에 대한 의존)이 낮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실제로 종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 10>에 따르

면 두 가지 차원의 자원의존패턴이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

만, 이러한 관계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벨기에, 체코의 비영리 조직

은 한국과 같이 비영리 조직의 공공재원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14). 이들 국가의 경우 

낮은 수준의 자원다양성은 공공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의미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그렇지만, 주요 12개국15)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한 Salamon et al.(2013: 10)의 비교

13) 한국 비영리 조직의 경우, 공공부문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의존하는 재원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실제 측정에 있어 자원의존성과 자원다양성의 결과치가 유

사하게 나올 개연성이 존재한다.

14) 벨기에의 경우 비영리 조직의 전체 재원 대비 68%정도가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재원이고, 체코경우

에도 공공부문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65%정도이다(Salamo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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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비영리 조직의 전체 재원 대비 공공부문 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평균 32%

정도이고 오히려 각종 수입사업 및 수익자부담으로부터의 재원 비율이 43%정도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이나 뉴질랜드의 비영리 조직과 

같이 전체 재원 중 각종 수익사업 및 수익자부담으로부터의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히 높은 경우16), 높은 수준이 자원다양성은 공공재원에 대한 의존(자원의존성)과 정(+)적

인 관계를 보일 개연성이 높다. 두 나라에서 낮은 수준의 자원다양성은 비영리 조직 자체 

수익사업을 인한 재원이 비중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른 종류의 재원인 공공부

문 및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재원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의미한다. 비영리 조직

의 자원의존패턴에 있어 자원다양성과 자원경쟁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자원

경쟁성과 자원의존성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해당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 2 3

1. 자원다양성 1.00

2. 자원경쟁성 .124 1.00

3. 자원의존성 -.543** -.137 1.00

<표 9> 종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주: N = 179; ** p<.01, * p<.05 (2-tailed)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주요 독립변수인 사회적 혁신가정신에 관한 설문문항

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17)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을 통해 사회적 혁신가정신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추출하였다. <표 10>에 따르면 각 

요소를 구성하는 변수들의 요인 적재치가 모두 .740 이상으로 나타나 항목들의 유형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문항 사이에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혁신성(α = .597)을 제외하고 신뢰도 검정지수가 모두 .7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18). 

15) 주요 12개국에는 카자흐스탄, 뉴질랜드, 일본, 브라질,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포르투갈, 태국, 벨

기에, 체코, 모잠비크가 포함된다. 

16)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체 재원 대비 85%정도가 비영리 조직 자체 수익을 통한 재원이고,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자체수익을 통한 재원 의존도가 67%정도이다(Salamon et al., 2013). 

17) 본 연구는 요인추출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고유값이 1 이상인 구성변수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Coefficient)검정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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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유값

(Eigenvalue)
요인 적재치

(factor loadings)

사회적
혁신가
정신

진취성
(α = .851)

Proactiveness 1 1.741 .871

Proactiveness 2 .259 .871

위험감수
(α = .885)

Risk-taking 1 1.795 .897

Risk-taking 2 .205 .897

혁신성
(α = .597)

Innovativeness 1 1.428 .714

Innovativeness 2 .572 .714

사회적 
가치창출

(α = .755)

Social Value Creation 1 1.630 .815

Social Value Creation 2 .370 .815

<표 10>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다음 <표 12>는 사회적 혁신가정신을 진취성, 위험감수, 혁신성, 사회적 가치 창출의 

변수로 나누어 비영리 조직의 자원의존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한 결과표이다. 

분석 결과, 첫 번째 사회적 혁신가정신 중 진취성은 자원의존패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위험감수의 변수는 비영리 조직의 자원다양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원의존성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험을 

감수하려는 비영리 조직일수록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으로부터

의 재원 비중은 낮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위험감

수 성향이 낮은 비영리 조직은 다양한 곳으로부터 재원을 획득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

정성이 높은 공공부문으로부터 재원을 획득하려는 경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의 

재원구조가 열악한 경우, 조직의 성장 및 생존을 위해 다양화된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Froelich, 1999). 따라서 비영리 조직이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

려는 성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혁신성이 높은 비영리 조직의 경우 다각화된 재원구조를 가지며 경쟁적 환경

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적절한(moderate) 수준의 

혁신성이 조직의 자원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Bhuian, Menguc, & 

Bell, 2005). 분석결과 역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것을 선도적으로 수용하려는 조직

일수록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고 더욱 경쟁적인 환경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18)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Alpha Coefficient 값이 .70 이상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60도 최소한의 기준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점(문수백, 2009)에서 본 

연구는 혁신성 요인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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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혁신적인(innovative) 비영리 조직들은 공공부문의 재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재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욱 경쟁적으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한국 비영리 조직 중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혁신적인 

성향을 가진 조직들이 조직의 유지 및 생존을 위해 공공부문 이외의 다양한 자원 제공자

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의 시장화(marketization)에 따라(Eikenberry & Kliver, 2004; 

Macedo & Pinho, 2006) 자원획득을 위해서 조직의 혁신성이 중요함을 반영한다. 

네 번째, 사회적 가치창출은 비영리 조직의 자원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적 가치창출은 비영리 조직의 자원경쟁성과 자원의존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하

는 비영리 조직일수록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영리 조직에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고자 하는 

비영리 조직일수록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다양하게 획득하는 패턴을 보이기는 하지

만 자원경쟁성 및 자원의존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이다. 비영리 조직

의 장기적 생존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경쟁적으로 자원

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 공공부문으로부터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다. 따라서 비영리 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노력과 혁신성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

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각 구성요소들이 비영리 조직의 자원의존패턴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조직이 자원에 의존하는 여러 가지 패턴에는 사

회적 혁신가정신의 여러 구성요소들이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조직의 자원의존패턴에는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

제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직을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 비영리 조직의 자원

의존패턴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의 업

무 유형을 다음의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① 1유형: 교육 및 연구, ② 2유

형: 법･권익보호･정치, ③ 3유형: 서비스전달(박애 및 자원봉사,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

료서비스, 문화 및 여가), ④ 4유형: 그 외의 조직. 1유형을 기준으로 더미변수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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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자원다양성)

모형 2
(자원경쟁성)

모형 3
(자원의존성)

사
회
적
혁
신
가
정
신

진취성
(Proactiveness)

.008
(.052)
[.011]

-.115
(.121)
[-.077]

.020
(.025)
[.062]

위험감수
(Risk-taking)

.231***
(.044)
[.375]

.154
(.104)
[.118]

-.082***
(.021)
[-.299]

혁신성
(Innovativeness)

.095**
(.037)
[.183]

.360***
(.087)
[.332]

.009
(.018)
[.038]

사회적 가치 창출
(Social Value Creation)

.127**
(.053)
[.167]

-.077
(.123)
[-.049]

.023
(.025)
[.067]

조직나이
-.031
(.043)
[-.047]

-.002
(.100)
[-.002]

-.030
(.021)
[-.101]

조직규모
-.011
(.026)
[-.027]

-.046
(.061)
[-.055]

.022*
(.013)
[.122]

조직
분류

법/권익보호/정치 
관련 조직

.037
(.133)
[.021]

.020
(.310)
[.005]

-.004
(.064)
[-.005]

서비스전달조직
(박애･자원봉사; 사회복지; 

보건의료; 문화･여가)

.231*
(.137)
[.120]

.759**
(.319)
[.189]

-.216***
(.066)
[-.253]

그 외의 조직
.208

(.143)
[.103]

.293
(.334)
[.070]

-.206***
(.055)
[-.290]

상수
1.028
(.388)

2.940
(.904)

.892
(.187)

F 값 9.949*** 4.111*** 5.588***

R2 .346 .180 .229

Adjusted R2 .312 .136 .188

<표 11> 사회적 혁신가정신과 자원의존패턴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주1: n= 179; *, p<0.10; **, p<0.05, ***, p<0.01
주2: 조직 유형 변수의 비교기준 조직 – 교육 및 연구 관련 조직
주3: 그냥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 ( ) 표준오차, [ ] 표준화 계수임.

분석결과 ‘서비스 전달’ 비영리 조직군 외의 다른 비영리 조직들은 서로 유사한 유형의 

자원의존패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연구’ 관련 비영리 조직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서비스 전달을 주로 담당하는 비영리 조직군들은 훨씬 더 다양한 수준의 재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전달 조직군들은 필요한 가용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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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기 위한 경쟁적 환경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는 동시에 공공부문 재원에 대한 

의존도(낮은 자원의존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 전달을 담당하

는 비영리 조직군들은 재원을 얻기 위한 경쟁적 환경 속에서, 공공부문 재원에 대한 편중

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재원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

조직 특성 중 조직나이와 세 가지 차원의 자원의존패턴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지만, 조직 규모20)는 자원의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모가 큰 비영리 조직일수록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재원 의존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이 자원을 확보하는 패턴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첫째, 비영리 조직이 얼마나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는지, 둘째 비영

리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기 위한 환경이 얼마나 경쟁적인지, 셋째, 공공부

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지로 나누었다. 이러한 자원의존패턴에 비

영리 조직의 사회적 혁신가정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도권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

로 설문한 자료를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적 혁신가정신의 개념을 진

취성, 위험감수, 혁신성, 사회적 가치창출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을 감수하는 비영리 조직일수록 공공부문의 자원

의존도는 높지 않으면서 다양한 재원을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혁신성을 

가진 비영리 조직일수록 자원을 다양하게 의존하면서 재원을 획득함에 있어 더욱 경쟁적

인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가치 창출의 수준이 높은 비영리 

조직일수록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조직 

19) 추가적으로 ‘그 외의 조직’의 경우에도 ‘교육 및 연구’ 조직들에 비해 자원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2 참조)

20) 조직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은 재화판매량(sales volume), 순자산(net assets), 총지

출(total expenditure), 조직구성원의 수, 예산규모(total budget)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직규모(organization size)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조직구성원의 수

이다(Maguire, 2003). 물론 비영리 조직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 총지출 혹은 예산의 규모의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비영리 조직들이 일반에게 정확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조직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구성원의 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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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비영리 조직일수록 공공부문으로부터 재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비영리 조직을 업무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 및 연구 관련 조직에 

비하여 서비스 전달조직이 자원다양성과 자원경쟁성은 높게 나타나며 자원의존성은 낮게 

나타났다. 

비영리 조직의 위험감수, 혁신성, 사회적 가치창출이 자원다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비영리 조직 연구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자원을 다양

하게 의존하는 비영리 조직들은 위험감수, 혁신성, 사회적 가치 창출의 사회적 혁신가정

신을 두루 갖춘 조직들이었다. 조직의 장기적 생존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비영리 조직

은 사회적 가치창출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려는 노력과 혁신성을 갖추려는 노력들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비영리 조직의 시장화(marketization)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루어

지고 있는 현재에 의미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비영리 조직의 시장화가 진행됨에 따라 

조직이 자원을 획득하는데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 노출되고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다각화

된 재원 구조를 갖추기 위한 전략이 중요해지게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비영리 조직은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비영리 조직 규모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규모가 큰 비영리 조직일수록 공공부문으로

부터의 자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영리 조직의 연구 영역에 중요한 연구 문제를 

도출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즉 예산이 부족하여 실제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 조직에도 공공부문의 자원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비영리 조직이 공공부문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요구

하는 성과 평가 및 관리의 기준에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조직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되는 비영리 조직들에 한정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비영리 조직은 특정 수요를 반영하여 조

직되기 보다는 충분한 역량과 정부의 지원이 마련되는 곳에서 조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김영나･조윤직, 2014).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

이 특정 문제 영역을 중심으로 조직되기 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다는 것은 핵심 문제 영역을 놓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

의 재정지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 조직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본 연구결

과와 더불어 정부의 역할에 더욱 큰 함의를 제시한다. 현재 정부 홀로 사회문제를 모두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다. 비영리 조직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를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



294 ｢행정논총｣ 제53권 제4호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 조직에게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영리 조직이 갖

는 특성에 주목하여 다각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혁신가정신이 조직의 자원의존패턴에 다각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영리 조직의 자원의존패턴은 조직의 내적 특성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과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조직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이 비영리 조직의 자원의존패턴에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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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Social Entrepreneurship on Resource Dependence 
Patterns

Jung-Wook Seo & Bo-Kyoung Kim

Resource acquisition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survival or success of organiza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make an effort to get resources for their success and survival 

through interdependence with the external environment. First,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appearance of resource inflows–resource dependence patterns. Recently, the emphasis 

on efficiency and market mechanisms are more likely to promote nonprofit organizations to 

introduce social entrepreneurship. It is conceptualized as risk-taking, innovativeness, 

pro-activeness, and social value creation. This study examines how social entrepreneurship 

affects resource dependence patterns in nonprofit organiza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resource diversity of Korean nonprofit organizations is considerably affected by 

innovativeness, risk-taking, and social value creation.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work in 

service delivery show different resource dependence patterns compared to other typ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Keywords: social entrepreneurship, resource dependence patterns, nonprofit 

organ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