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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ofSocialEnterprises'SuccessFactorsand

InternalCustomerSatisfactionontheCorporatePerformance

-FocusingonJejuRegion-

Tae-HoonKang

DepartmentofBusinessAdministration

GraduateSchoolofBusiness

JejuNationalUniversity,Korea

SupervisedbyProfessorHyoung-GilKim

Thereisagrowing interestaround theworld in socialenterprisesasa

potentialmeanstodealwitharisingsocialproblemslikeeconomicinequality,

agingsocietyandregionalimbalance.Eventhoughaprojecttocreatesocial

jobs was undertaken in 2003 in Korea, it was unsuccessful in

continuouslycreatingjobs.Whatwelearntfrom thisprojectforsocialjobsis

that"itisimportanttocreatejobs,butitismoreimportanttosustainthem".

In otherwords,since whatmakes itpossible forsocialenterprises to

continue on is not getting a subsidy or support fund,but securing

competitivenessofthebusinessthrougheconomicactivities,itisimportant

for companies to identify factors that willallow for such sustainable

operation.Whilemuchisknownabouttherelationshipbetweenmanagement

ofexternalcustomersandperformance,onlyascantamountofresearchhas

beenconductedonthemanagementofinternalcustomersanditssubsequent

effectsonfirm performance.Assuchthisstudyaimstoexaminesomeofthe

factorsthatcontributetosuccessfulmanagementofinternalcustomersand

how internalcustomersatisfactioninturncaninfluencecorporateperformance

withaparticularfocusontheJejuregion.

Forthisstudy,wecollecteddatafrom 18enterprises(11socialenterprise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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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preparatorysocialenterprises)intheJejuregion.Thecollecteddatawas

empiricallyanalyzedtotestthehypothesesofourconceptualmodelbyusing

SPSS12.0program.Thesummarizedresultsareasfollows:

First,strategic factor,entrepreneurship,organizational factor and social

network factor were shown to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nal

customersatisfaction whilebusinessenvironmentwasshown to haveno

correlation.

Second,reward satisfaction and job importance among internalcustomer

satisfaction ofsocialenterprises were shown to have positive effecton

profit-makingperformance.

Third,job satisfaction,supervisory satisfaction and job importanceamong

internalcustomersatisfaction ofsocialenterprises were shown to have

positiveeffectonpublicinterestperformance.

Fourth,businessenvironmentandsocialnetworkfactorsofsocialenterprises

hadpositiveeffectonprofit-makingperformance.

Fifth,strategicfactor,entrepreneurshipandsocialnetworkfactorofsocial

enterpriseswereshowntohavepositiveeffectonpublicinterestperformance.

Thepresentstudy hassomeimportantpolicy andmanagerialimplications.

First,itis advisable to increase wages and provide internalcustomer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improve internalcustomer satisfaction.

However,itisalsoimportanttoinstallstrategiceducationsettlementprogram

anddevelopwaystopromotesocialenterprisesthroughdifferentialbudget

support systems.As a managerialimplication,the closeness of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increased by the developmentofcorporate talent

fosteringprogram andinternshiplinkedprogram.Inaddition,itisnecessary

tocultivateacreativeandprofessionalbusinessmindsetamongJeju-based

socialenterprisessothattheycanoperatewithouthavingtooverlydepend

ongovernmentf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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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 의  및 연구 목  

1)문제의 제기

Peters(2003)에 의하면 세계는 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의 10%만으로도 재 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고기술 경제에 어들게 될 것이라고 측하고 있다.정부,기

업,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사회 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하여

노력 하 지만 기존의 ‘부의 균등한 재분배’가 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사회

약자가 참여 하는 생산 사회정책에 심을 갖게 되었다(노 명,1999).

지 까지의 모든 기업은 부분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이윤을 극 화(profit

maximization)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장 심 경제의 정착

은 무한경쟁을 불러오게 되었고 “부의 편 상”은 빈부의 격차를 가 시켰다.결과 으

로 경제 흐름에 부정 요인으로 되돌아옴으로써 기업인들이 나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한

다는 사회 욕구를 생산했다.

국내에서는 2003년에도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도하 으나 지속 인 일자리를 만

드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 다.사회 일자리 사업의 교훈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요

하지만 이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더 요하다”는 것이었다.즉,사회 기업의 지

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보조 이나 지원 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으로서 경제활동을 통

한사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 이라고 볼 때 기업이 보다 성공 이고 지속 인 운 을

하여 바람직한 성과를 내기 한 요인을 발견하는 것은 요한 의미가 있다.

경 성과에 련된 선행연구에서 주로 외부고객과 연계한 연구가 이 져 내부고객과

경 성과와의 연구는 부족하 다.

김 진(2007)에서는 종업원의 만족은 내부 로세스 2가지 요인 즉 내부운 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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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스템 자동화에 각각의 양의 향을 미치고,종업원 만족과 내부 로세스 요인들이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특히,제주 지역에 있는 사회 기업은 고령화와 여성인력,고 인력이 외부 출 등

제주만의 지역 인력 수요가 어려움이 있고 지속 인 운 을 해 외부고객만족이 경

성과에 향을 다는 으로 근하다 보니 제품에 질 향상을 한 투자,서비스 강

화 등 외 인 투자가 이루어 져 열약한 사회 기업들은 지원 정책에 맞 나가는 경

으로 지원 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지원의 끝나면 사회 기업의 존폐의 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국가의 지원에 의존 하지 않고 지속 인 사회 기업

으로서 성장해 나가기 해서는 내부고객만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특히 제

주 지역 사회 기업들의 지속 인 사회 기업 활동을 해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과

내부 고객 만족이 사회 기업 성과의 향 계를 심으로 연구해 나아가 내부고객만

족이 요성을 부각 시킬 연구가 필요하다.

2)연구의 목

사회 기업의 출발은 민간의 시민 단체 연구자들에서 출발하 지만 이후 주도 인

추진과정은 정부에서 맡아 매우 속히 이루어졌으며 양 인 확장이 과제의 하나로 설정

되었다(박찬일,2008).이로 인해 한국의 사회 기업들은 리 성과에만 을 두고

기업을 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지역에 사회 기업들은 공서를 의지하며 지원 정책에 맞 나가는 경 에서

사회 기업들의 지속족인 경 을 해나갈 수 있는 경 모형을 제시하기를 원한다.일반

으로 사회 기업은 “ 리 인 기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

목 을 해 환원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DepartmentofTradeandIndustry,

2002).그러나 사회 기업은 ‘리성’과 ‘공익성’을 갖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타 요인

들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과 내부고객만족의 상 계,내부고

객만족이 리 /공익 성과와의 계,성공요인과 리 /공익 성과와의 계를 설

명하여 내부고객 만족이 사회 기업 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규명하는데 있다.이

를 토 로 하여 사회 기업의 내부고객만족의 요성을 제기하고 사회 기업의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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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속 사업으로 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사회 기업의 이론 고찰과 국내·외 그리고 제주지역 사회 기업 황과 내

부고객 만족의 구성요인을 고찰 한다.

둘째,사회 기업의 성공요인에 한 요인 타당성을 검증하고,사회 기업의 성공요

인이 내부고객만족에 미치는 상 계,사회 기업의 성공요인과 리 ,공익 성과의

계를 검증하고, 한 내부고객만족이 리 ,공익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하고자 한다.

셋째,내부고객 만족의 제주지역 사회 기업 성과에 기여하는지를 규명하고 제주지역

사회 기업의 효율 인 내부고객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데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과 논  구  

1)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 을 효과 이고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해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과 내

부고객 만족,사회 기업의 성과에 한 문헌을 고찰하고,이론 고찰을 토 로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과 내부고객 만족 요인을 규명하며,이것이 사회 기업의 성과로 이어

지도록 하기 해 이들 개념 간에 내재된 변수들을 확인하여 연구 모형을 만들고 이를

토 로 도출된 가설을 검증 한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통계패키지인 SPSS12.0을 이용하여 신뢰성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연구 모형의 가설 검증을 실증 분석 한다.

2)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제주지역 사회 기업 성공요인과 내부고객만족의 상 계,내부고객만족

이 리 /공익 성과와의 계,성공요인과 리 /공익 성과와의 계를 규명하고

자 한다.이를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5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개한다.

제Ⅰ장은 서론으로,문제의 제기,연구의 목 연구 방법에 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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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은 본 연구의 이론 배경 부분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사회 기업의 개념을 정

립하고,사회 기업의 특징과 유형,국내·외 사회 기업의 황과 동향,사회 기업의

성공요인,내부고객 만족의 개념,구성요인,사회 기업의 성과의 개념 성과 측정 등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정리 한다.

제Ⅲ장은 연구 방법 부분으로,이론 토 에 의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제시하여

실증분석의 토 를 마련한다.이를 해 자료 수집 분석 방법,변수의 조작 정의와

조사 설계,설문의 구성에 해서 서술한다.

제Ⅳ장은 실증연구 부분으로,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의 실증분석을 수행한다.실증분석을

한 표본의 설정과 자료수집 결과 수집된 표본의 특성에 해 설명한다.각각 수집

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개념의 신뢰성 타당성을 검증하고,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

한다.이어 가설들의 검증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한다.

제Ⅴ장은 결론 부분으로, 체 인 연구결과의 요약과 략 시사 을 제시하고,연구

의 한계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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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고찰

1. 사회  업

1)사회 기업의 정의

사회 기업(socialenterprise)에 한 정의는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의

가 존재한다.사회 기업은 사회 목 을 가진 기업으로 인식되면서 비 리기업

(non-profitenterprise),지역사회 벤처(communitywealthventure),사회 목 기업

(socialpurposeenterprise)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OECE(1999)는 사회 기

업을 “공익을 해 모험 사업가 인 략으로 조직화 되어,조직의 목 을 수익의 극

화가 아닌 경제 ·사회 목표의 실 에 두고,사회 소외와 실업문제에 하여 신

인 해결책을 제시할 역량이 있는 비 특정 민간기업의 활동”으로 정의하 다.

즉,주주의 가치를 극 화가기 보다는 사회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보다 큰 가치를 두

는 비즈니스로 규정 했다.

국의 SocialEnterpriseLondon(1999)은 사회 기업을 “사회 목 을 갖는 사업의

형태”라고 정의하고,사회 기업은 사회 경제 성장의 한부분이라고 보았다.반면,

국정부는 “사회 기업은 주주나 사업주의 이익 극 화를 해 비즈니스를 하기 보다는

사회의 목 을 우선시하는 기업으로 이 목 에 따라 기업의 생산물이 원칙 으로 비즈니

스나 지역에 재투자 된다”는 사회 공헌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SocialEnterprise:

A StrategyforSuccess,2002).한편 DTI에서는 사회 기업은 “ 리 인 기업 활동

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 목 을 해 환원하는 기업”으로 정의했

다(DepartmentofTradeandIndustry,2002).

일반 학자들의 정의로는 Campbell(1999)은 사회 기업을 “사회 목 을 갖는 사업으

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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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이윤을 사회 으로 보편화하고자 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했다.Borzagaand

Santuari(2001)는 “안정 기업 경 방식으로 사회 배제(socialexclusion)극복이 목

인 서비스 혹은 좀 더 일반 인 인·지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3섹터 조직을 사회

기업”으로 기업 인 성향과 지역이라는 역을 연 하여 해석하고 있다. 랑스학자

Jeantet(2006)는 “사회 기업의 다양성과 역동성에 하여 강조하는 입장의 학자로 랑

스를 비롯하여 유럽에서의 사회 기업은 목 의 다양성,참여진의 다양성(자원 사자,

임 근로자,기업가,지역공공기 등),재원의 다양성(시장,상호호혜,공 지원)등의 특

징이 합쳐진 기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사회 기업은 사회 경제의 하

역체로서 기업의 성격에 따라 컨 ,공익추구의 성격이 강할 때에는 공익단체

역으로,경제 활동이 상 으로 많이 강조될 때는 동조합 역에 가까워지는 역동

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2)사회 기업의 특징과 유형

(1)사회 기업의 특징

사회 기업은 제3섹터 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경제(특히 동조합)의 요소

와 비 리 조직의 요소를 결합한 것으로 함축되지만,이는 사회 경제나 비 리부문이

단순히 새로 발 한 것 이상의 실체라고 볼 수 있다(김성수,2005).

첫 번째로 사회 기업의 가장 핵심 인 특징은 일석이조(一石二鳥)이다.이러한 특징

은 기업 인 생산성과 수지타산을 신경 써야하는 동시에 사회 시설인력을 사회로 복귀

시키기 한 효과 이고 양질의 로그램을 운 해야 한다는 양립된 책임을 갖고 있다

(정선희,2008).이러한 이유로 사회 기업의 운 자는 종사자의 근원 인 갈등이 시작

된다.일부 사회 기업이 생산시설과 보호시설을 함께 운 하는 첩을 피하고 분리형

사업체제로 운 을 시도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둘째로 사회 기업의 특징은 다른 유사조직과 구분하는 요소들로써 사회 기업과 사

회 경제나 비 리조직의 가장 큰 차이 으로 ‘기업가정신’이 발 되는 실제기업으로써

‘사회 ’성격을 가진다는 이다( 병유,정인수,2003).

사회 기업은 지속 인 산물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공 에 직 으로 개입하고 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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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 운 이 자발 으로 이루어지며,공 기 과 달리 상당수 의 경제 험을 감수한

다. 한 통 인 비 리조직과는 달리 일정수 이상의 유 노동자가 존재하는 기업의

특성을 가진다.그리고 사회 기업은 생산의 이익을 사회 목 을 해서 사용하고,국

가의 재정지원 자원 사 기부 등 비상업 인 자원의 지원을 받으며,자율성,독립성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사회 기업은 지역사회와 특정인구집단에 사하고 지역사외의 수 에서 사회

책임감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명시 목 으로 한다. 기업 활동을 통한 이익을 배분하

지 않으며 만일 배분하더라도 그 나름 제한을 두고 있다.

한 사회 기업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이익의 극 화원리에 기 하지 않

는다.

(2)사회 기업의 유형

➀ 사회 기업 성향에 의한 분류

김경휘와 반정호(2006)는 사회 기업 형태를 사회 기업의 성격,형태,등을 포 하

여 상에 따라 공공 부조형(publicassistancetype;PAT),시장친화형(marketfriendly

type;MFT),지역사회친화형으로 구분하여 재분류 하고 있다.

공공 부조형은 박애주의와 특별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시장을 혼합해 만든 시장유

형으로 사회 기업 참여자를 한 ‘보호된 시장’을 만들어 이들에게 수혜성 복지 여를

제공하는 다른 공공부조형태이다.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자활공동

체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

둘째,미국식 사회 기업인 시장친화형은 비교 창조 인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으로

개인의 부의 증가를 해서나 는 사회 가치 실 목 을 달성하기 한 신 인 형

태라고 정의하고 있다(SocialEnterpriseMagazineOnline,2004).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공익활동 사회공헌 자선을 한 재정 기여를 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친화형 사회 기업이다.이는 사회 목 을 가지고,개인 지역사회 발 의 역

할을 담당하는 형태이다(Brozaga,2000;Campbell,1998).이는 유럽식 사회 기업으로

서 사회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 기여 목 을 갖고,구성원들의 빈공탈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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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생산기능을 담당하고 있다(SocialFirm

Scotland,2004).

➁ 사회 기업의 목표에 따른 유형분류

유럽은 사회 기업의 사회 기업 목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유형을 분류하 다.

흔희「노동시장 통합형」과「사회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두가지요소를 함께

지니는「혼합형」으로 나 다.노동통합형 사회 기업은 보호고용 작업장에서 발 한

것으로 통 으로 보호 작업장은 소극 노동시장정책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반면 새로

운 노동통합형 사회 기업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을 한 극 인 노동시장정책의 도구

로 볼 수 있다.이 모형은 공 기 에 덜 의존하고 시장 역동성에 더 많은 심을 가지

려고 노력하며 고용된 한계 계층 사람들의 소득이 다른 근로자들의 소득과 비슷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한다.

<표 Ⅱ-1>사회 기업의 역할에 따른 유형

구분 노동통합 사회통합
노동통합과 사회통합

혼합

목표
보호 고용과 과도

고용 제공

공공기 이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

제공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상 사회 취약계층 우선
계층을 상으로

활동

사회 취약계층이

주요 항,다른계층도

서비스 공 상

재원

시장 메커니증에서

수익활동 강조,정부와

공 기 의 지원은

은 편

공익 사업의 경우

부 는 일부 산에

한 정부지원

시장내부의 리활동,

공익 목표에 따라

정부지원

자료 :임 백 외 (2007),사회 경제와 사회 기업,p.57.

한편,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명시 목 으로 하고 궁극 으로 정규노

동시장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목 으로 조직된 경과 일자리를 포함한다.

사회통합형 사회 기업은 구성원 제공하는 서비스유형에서 차이가 있다.이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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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부에 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공공서비스에서 인지 못하는 사회 욕구

와 공 여에서 배제된 집단(정신지체 등)을 하여 설립된 조직이다.

한 두 가지 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나 시장 친화 재화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회

기업은 보다 노동시장 통합형으로 근 사회회 기업 노동시장통합에 역 을 두는

기업에 한 WISE(workintegrationsocialenterprise)로 지칭하여 별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➂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 정도에 의한 분류

OECD(1999)보고서에 의하면 사회 기업을 그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두 가지

요인이 어떻게 혼합되거나 분리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첫째,일체형은 비 리 조직 자체가 기업단 활동하는 경우이다.이는 기업 활동 자

체가 비 리조직의 생존수단이 되는 경우로 사회 목 기업으로 표시하기도 한다.이

형태의 기업은 사회 로그램,직업훈련이 목 이라기보다 정상취업이 어려운 사람들

을 정규직원으로 고용하여 자립을 돕기 해 설립된다.따라서 수익의 부분은 임 으

로 지 된다. 한 참가자에 한 직업훈련이나 하우지,치료 상담 로그램,학습 로그

램 등의 사회 미션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이다.이 기업의

리 수익활동은 다양한 사회 로그램을 운 을 한 수익원이 된다.

둘째,일부 첩형은 일부 자산과 비용을 공유하고 비 리조직의 원활한 운 을 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로 사회 임무에 직 향이 없는 ‘수익 창출비즈니스’를 하

는 기업이다.이 경우 비 리기 의 로그램 운 자원 조달하기 한 ‘비 리 기 재

정 펀딩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운 된다.먼 비 리기 이 운 비와 로그램비 조달

을 해 설립한 사업이다.

셋째,분리형은 비 리조직이 조직 외부에 사회 기업을 운 하는 경우로 사회 기

업 자체는 사회 목 을 수행하지 않으나 비 리 조직과 상호 조 이며 경제 지원

기능도 행하는 행태이다.정선희(2006)는 추가 으로 이 유형의 경우 비 리 기 들이

일반 기업과 마 트 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설명한다.이는 기업의 입장에

서 ‘공익연계 마 ’은 사회 이슈나 공익에 기업의 제품을 연결하는 마 략이

다.그 가로 비 리기 은 수익의 일부를 기부 받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고 부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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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3)국내외 사회 기업의 황과 동향

(1)국가별 사회 기업의 황

사회 기업은 서구 선진국의 복지정책 는 민간 자율 으로 필요에 의해서 탄생되

었다.1970년 이후 사회주의 통을 가진 유럽에서 발달하 고 비 리단체들이 국

가나 지방정부의 복지제도와 사회 책임을 수행하는 일반기업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사

회서비스를 창출하여 지역단 에서 새로운 사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유럽의 경우 기업목 에 다른 사회 기업의 형태를 보면 사회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목 이 사회 는 집합 서비스를 생산 공 하는

기업을 말한다.유럽에서의 사회 기업의 조직체계는 일반 으로 동조합, 회,재단

등 통 조직구조를 갖고 있으며 유한회사,주식회사 등 상업 모델을 포 하는 형태

이다. 통 조직형태는 유럽 부 동부 유럽에서 우세하며 상업 모델은 국,아

일랜드,북유럽에서 많이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정부의 사회 서비스에 한 개입수 이 낮고 부분의 사회서비스가 시장

이나 비 리 조직과 같은 제3섹터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여기서는 유럽의

국, 랑스,독일,그리고 미국에서의 사회 기업의 황과 동향을 검토해 본다.

➀ 국

국에서는 사회 기업이 기본 으로 지역사회 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갖고 있다.이

는 노동자 조합을 심으로 기본 으로 지역사회 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갖고 있다.이는

노동자 조합을 심으로 조합원에 한 한 수 의 보상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는 노동자 생산 동조합,사용자 혹은 소비자 조합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목 으로 하는 소비자 동조합,빈곤지역에서 리 지원을 한 소규모 축 신용

동조합,지역사회 주민들이 민주 으로 운 하는 지역사회기업,자선조직의 법 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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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법인 설립,장애와 같은 특수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의 고용창출로서의 사회 회사,

지역경제단체의 고용창출을 목 으로 설립하는 지역사회개발트러스트 등을 들 수 있다

(오미옥,2005).

국은 2001년 토니 블 어 정부 시 통상 산업부 산하에 사회 기업청(SEU)을 설

치하고 2002년 ‘성공 인 사회 기업을 한 략’과 사회 기업 지원단 구성,2006년

‘사회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사회 기업을 략 으로 지원하는 등(배이

화,2007)비 리 부문의 경쟁력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도록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폈다. 2005년 제정한 공동체이익회사법은 수수히 사 인 이득이 아닌,공

동체 편익을 해 비즈니스나 기타 활동을 하여 지역사회 살리기에 을 둔 사회 기

업을 으로 육성하고 있다(Dughera,2000).즉 국은 2002년 ‘성공 인 사회 기

업을 한 략’에서는 성공 인 사회 기업이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포용 부의 생

산,개인과 지역사회에서의 역량 제고,공공서비스 달체계 개 방안에 한 새로운

가능성,포용 이 활발한 시민사회 구축과 같은 정책 목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 했

다.이에 따라 사회 기업 지원단은 사회 기업을 한 환경조성,사회 기업 경 개

선,사회 기업의 가치 확립 등 세 가지를 목표로 삼고 세부계획을 수립하 다 2006

년 ‘사회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는 사회의 고질 문제 환경문제 해결,윤리

시장의 새로운 기 정립,기업의 책임성 향상,공공서비스 개선 새로운 근법 개척,

기업수 향상,실무인력 증가 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았다.이에 따라 사회 기업에

한 문화배양,경 자문 정보 근성 확충,재정 근성 확충,정부 부처와 력 체

계 마련 등 사회 기업 지원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확 하 다.

➁ 랑스

사회 경제의 통이 강한 나라인 랑스는 그 통이 아직도 국가의 사회복지를 비롯

한 사회정책에서 요한 역할을 차지한다.1980년 사회당 정부가 수립되면서 사회 경

제 시스템 안에서 연 성의 목 하에 비 리부문이 요한 사회정책 수단으로 부각되었

고 장려되었다.특히 1980년에 사회 경제 헌장에서 처음으로 공익 동조합과 같은 비

리부문의 존재를 공식 으로 인정하 다.경제활동을 통한 노동통합의 조직체계는 노

동통합기업,임시직 노동통합기업,작업장 학교, 인서비스단체,지역 리단체,사회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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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센터 등 다양하다(Dughera,2000).

랑스의 사회 기업은 유럽 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부보조 이나 매수익,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재정조달을 한다. 랑스의 노동통합기업(EI)은 매를 목

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다른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매되고 이러

한 매수입에 의해 재원을 조달한다.

Enterpised'Insertion과 같이 앙정부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에게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쓰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며,이는 극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된다. 한 CaisseSolidaire,Cigales등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함께 기 을 조성하고 이를 사회 일자리 창출을 해 투입하는 방법이며,이것이 가장

보편 으로 나타난다(노 명,2000).

➂ 독일

독일의 사회 기업은 자발 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이니셔티 에 의한 것

이지만 국가는 고용이라든가 정책의 측면에서 이들을 공공정책의 상으로 다루고 있다

(오용선 외,2007).1990년 반 이후 제3섹터에 기반을 둔 사회 일자리 창출이 보다

근본 인 경제사회 비 의 하나로 제시되었다.독일의 사회 일자리 창출이 ·미권의

그것과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정부와 제3섹터간의 력구조이다.이런 구조하에

서 사회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제3섹터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력모형을 취하게 된다(정부정책연수단,2004).

독일의 사회 시장경제는 민간기업에게 최 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회 형평과 시

장질서 확립을 해 정부의 시장개입을 허용하고 있다.이는 행 의 자유와 과정의 공정

성이 상충되는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질서자유주의’라는 것이다.따라서 독일의 발

모델은 시장의 자유보장이외에 사회 불평등과 약자보호를 한 정부 개입을 통해서

사회 평등을 추구한다.

특히 독일의 사회 기업은 경제 목표와 사회 ·공동체 지향 목표를 함께 갖는다.

그리고 운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그 주된 활동은 정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배제된

집단을 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진입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를 들면 정부정책연수단(2004)의 보고서에서 사회 기업인 GmbH는 도시 재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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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지역공동체 복원이라는 목표를 갖고,도심공원 조성과 빈집 곡구 후 주민 입주와

같은 도시주거환경 재생,이민자들에 한 반차별 갈등 조정,청소년들의 주거와 일자

리를 지원하는 JAWoll 로젝트,고용을 한 교육 등을 벌이고 있다고 하 다. 한 사

회 ,생태 시장동력으로서 GLS연 은행은 통 융의 산업보조 기능으로서 융

자본을 운용하는 것이 기본 역할이지만 사회 가치와 경 을 동시에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이는 독일에서 생태 지속가능성과 건강에

심을 갖는 LOHAS수요층을 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➃ 미국

미국은 유럽의 사회 기업의 보편 조직형태인 동조합과는 다르게 비 리조직에

의해서 운 된다.미국의 비 리조직은 시장의 욕구를 악하고 기존의 조직 리시스템

하에서 조직 능력과 시장성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과 일자리 창출 등을 해왔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이후 비 리조직들이 일자리와 수익창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

회 기업에 한 심이 높아졌다(장정순,2007).

공공부문으로부터 요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비 리 조직에 의해 사회 기업을 운

하고 있지만 기업활동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된다.이때의 세 가지 조건은 첫째로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다른 리기업과 같은 비율로 세 을 내고 ,둘째는 세 을 내

고 난 후의 순이익은 조직의 세 공제를 진하는 것에만 사용하고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하지 않으며,셋째는 사업이 조직의 근본목 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사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 리 조직이 미국 내에만 100만개 이상이 운

되고 있으며 미국 GDP의 약 7%를 유하고 있을 정도다. 한 비 리 부문의 성장속도

가 일반 사기업의 성장을 앞지르고 있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보다 비 이

커질 망이다(이경숙,2006).

특히 1990년 클린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지역개발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분야에

서 지원을 시작하면서 비 리조직이 사회 목 을 달성하기 한 사회 기업을 운 하

는 형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장정순,2007).이처럼 미국에서는 순수하게 자선 역할을

맡는 사회 기업에서 상업 노력을 기울이는 사회 기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범 한

조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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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 으로 설립되는 사회 기업도 있다.노

동력 구성이 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구에게 제공하는 것인가 더 요하다

는 것이다 동부 시애틀에 치한 이어니어 휴머서비시즈(PioneerHumanServices)는

사회 기업의 형 인 비지니스 모델로서 보잉항공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스타벅스 직

원 식당을 운 하는 등 10개 업체를 운 하는 데 이 회사 직원의 85%가 알코올 독자

이거나 과자이다.

결국 미국에서의 사회 기업은 비 리와 리조직간에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라는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이 때문에 사회 기업가는 그들의 특

수한 사명에 따라서 자선 요인과 상업 요인을 조합하여 활동하는 것이다.결국 비

리조직과 리조직 간에 경계가 흐트러지고 비 리조직에도 경제 의사결정이 많아졌다

(Dees,1998).

(2)우리나라 사회 기업 황

➀ 사회 기업의 추진정책

사회 기업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시장 주의 해법이 일자리 창출과 빈곤탈출에

정 으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1980년 부터 다.시장경제를 회복하면

실업,빈곤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과는 달리 사회 양극화 상이 심화

되자,사회 배제 문제를 국가나 시장이 아닌 이웃과 공동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 가 확산되면서 사회 기업이 사회 으로 확 되기 시작하 다.무엇보다도 사회

기업이 부각된 이유는 고용기회 제공,고용창출 등으로 실업자,장기실업자,사회

취약계층들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효과 인 수단으로써 인식되었기 때문이다(문보경,

2008).

지역발 과 사회 기업 육성은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정부가 꾸 히 심을 가지

고 추진해 온 정책이었다. 정부는 과거 정부의 국가균형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

지역발 정책을 제시했다.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하여

성장잠재력의 극 화,신 성장 동력 발굴 지역특화발 ,분권강화,수도권,지방 동반

상생발 ,기존 시책의 발 ,보완과 같은 5 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노한균,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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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장 조성,구매 지원,경 지원,교류· 력 장려 등 지원을 확 하며 민간 의

기구 구성·운 활성화하여 업종별·지역별 의체 등을 육성하고,이를 거 으로 정보교

환,가치 확립 여론 조성,공동마 , 랜차이즈 등의 교류· 력이 활성화될 수 있

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 형NGO등과 사회 기업 정책 의체를 구성·운 하여 이들의 사회

공헌활동과 사회 기업 지원을 연계하고 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의 력 강화하며

시장 조성,구매지원,세제 지원,환경·문화·지역개발 등 분야별 사회 기업 육성을 한

계부처 참여를 확 하고 있다. 한 지역별 사회 기업 육성 의체 구성·운 ,조례

제정,육성방안 마련·추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극 인 력을 유도한다.

정부의 사회 기업 육성 추진체계는 안 사회 기업 육성 원회( 원장 :노동부차

)를 심으로 사회 기업 육성을 한 제도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방사회

기업육성 의체( 원장 :시도지사 등)를 심으로 여건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

기업의 육성모델을 발굴하고 사회 기업 설립 운 ,사회 기업에 한 투자,컨

설 ,성과모니터링 등 운 ·평가를 지원하다는 복안이다.

[그림 Ⅱ-1]사회 기업 육성정책 추진 체계

출처 :노동부 (2008),사회 기업 육성 기본계획 (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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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획실행을 한 재정확보방안으로 <표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까지

사회 기업 지원 산으로 연도별로 1,300억 원 내외의 재원을 기재정계획으로 반 하

고 있다.이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최소화하되,민간의 사회 자원을 극 으로 발굴,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표 Ⅱ-2>사회 기업 지원 산

구분 ‘08년 산 ‘09년 산 ‘10년 ‘11년 ‘12년

액(백만원) 139,772 139,272 129,879 129,879 129,879

산출내역

사회 기업 비 사회 기업에 한 재정· 문 인력·경 ·네트워크

구축 지원 시설비 융자,Social벤처 지원 등 (2011년부터 사회 일자

리 산은 단)

2010년 :사회 기업 육성 110,435백만원,사회 일자리 19,444백만원

출처 :노동부 (2008),사회 기업 육성 기본계획 (2008-2012).

➁ 사회 기업 육성법의 주요 내용

사회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안정 인 일자리로 환되기 해서는 사회 기업 육성을

한 법·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2005년 3월 노동부를 심으로 계

부처,민간 문가 등이 모여 ‘사회 일자리 T/F’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후 14차례의 법 제정 방향 논의로 법률 안을 마련하고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

]에서 법률안 내용 입법 추진 일정을 확정지은 후 2007년 7월 1일 사회 기업 지

원 법안이 제정되었다.

사회 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 목 을 추구하며 재화 서비

스의 생산· 매 등 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 사회 기업 육

성법은 와 같은 실질 요건 외에도 ‘노동부장 의 인증’이라는 형식 요건을 요구하

고 있으며,조직의 주된 목 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

역사회 공익 등 사회 목 의 실 에 있어야 하고 서비스 수혜자,근로자,지역주민 등

이해 계자가 참여하는 민주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

경 진 는 주주의 독단 ·일방 의사결정을 제한하기 한 장치로서 수익 는 이

윤 발생 시 사회 목 실 에 재투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조직의 형태는 비 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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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규내용

인증

요건

조직형태
비 리단체의 구체 인 형태는 비 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 리
민간단체,소비자생활 동조합법에 따른 생활 동조합,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 설립 운 에 의한

유 근로자 순수한 자원 사자나 회원제 형태로만 사회 기업을 운용할 수 없음

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 신청 일이 속하는 월의 직 6개월 동안의 업활동 수입이 당
해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인건비(도는 총 경상비)의 30%이상일 것

사회

목 추구

일자리제공형 사회 기업은 체 근로자 취약계층이 50% 이상이
일것,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 기업은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50%
이상이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것, 두 가지가 혼합된 경우에는 양자
의 비율을 합하여 50%이상일 것

취약계층 시 :최 생계비의 150% 이하인자,고령자,장애인,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신용불량자,새터민,결혼이민자,갱생보호 상자,
노숙자, 역 정군인 등

사회서비스 시 :가사,공공장소 청소,폐기물 처리,개인간병,건물
기타 사업장 청소서비스 등

민주 인

의사결정
근로나 서비스 수혜자 표 등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킬 것

회사의

추가요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의 3분의 2이
상을 사회 목 에 사용할 것

정 작성

-목 (사회 목 명시)-사업 내용-지배구조 형태 의사결정방식-
이익분배 재투자 방식-해산 청산 등-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 기업 는 공익 기
등에 기부

인증
차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1차 심사(형식 요건 심사)하여 의견서를 첨
부,본부로 달➩ 사회 기업 육성 원회 심의➩ 노동부정 인증
➩ 인증서 발

인증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인증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요(취소
사유)가 없는 한 원회 심의 후 재인증 지원

지원 경 지원
정부출연기 이나 민간단체 에서 사회 기업 지원센터를 공모·선
정하여 수행토록 함.경 ,세무,노무,회계 등 경 컨설 정보제
공 등을 지원

인·단체,조합,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독립된 조직으로서 정 ·

규약 등을 구비해야 한다. 한 유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속 인 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업활동으로 얻은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이상이어야 한다.

사회 기업 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Ⅱ-3>사회 기업육성법의 주요내용

출처 :노동부 (2007),사회 기업 육성법령.

➂ 사회 기업 인증

사회 기업으로 인증받기 해서는 사회 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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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원칙 으로 사회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없다.하지만 비 리법인·단체 등의 경우 조직의 목 달성을

한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

데,이 경우에는 그 사업단이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 으로 독립되

어 자율 으로 운 되는 것이 객 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단도 사회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사회 기업 인증을 한 요건으로는 법인격 조직 형태,유

근로자,사업목 실 을 한 필요 기 ,이해 계자가 참여하는 지배구조,재정 자립

도,이윤분배의 제약(회사의 경우),청산시 잔여재산의 분배 제약(회사의 경우),정 등

이 갖추어져야 한다.

사회 기업의 인증과정을 보면 [그림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으로 비단계,

2단계로 조직설립 조직 환단계,3단계로 인증요건 검 단계,마지막으로 인증심사단

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Ⅱ-2]사회 기업 인증 과정

단계 내용 소요기간

↓

비

❍ 련정보의 취합 교육 수행

❍ 사업목 의 수립

❍ 사업내용의 확정

❍ 사업계획의 수립

-조직형태 지배구조

-참여자 범 조건 등

약2개월

↓

조직설립

조직 환

❍ 개인사업자의 상법상의 법인으로 환

❍ 신규 조직 설립 등

❍ 회원,임원 등의 확정

❍ 법률에 따라 작성 는 변경과 신고

약2개월

↓

인증요건 검

❍ 정 기재사항

❍ 개방 ,참여 지배구조

❍ 사업목 에 부합하는 취약계층 비율

❍ 재정자립도 등

약1개월

↓

인증심사 ❍ 사회 기업육성 원회의 심사 미정

출처 :노동부 (2008),사회 기업 육성 기본계획 (2008-2012).



- 19 -

사회 기업 인증 황을 보면,총 8차례에 걸쳐 사회 기업으로 인증 신청한 515개

기 (2007년 1차 113개,2차53개,2008년 1차54개,2차 46개,3차 81개,4차 104개,2009년

1차 45개,2차19개)을 상으로 인증심사소 원회의 사 검토,사회 기업(설립)인증 기

의 장 실사,사회 기업육성 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0월 36개,12월 19개,

2008년 4월 30개,7월 24개,10월 48개,12월 64개,2009년 5월 26개,7월 8개 기 을 사회

기업으로 인증하 다.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사회 기업 1,000개를 육성할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이로서 2009년 8월 재 총 251개(인증율 평균 49%)기 이 사회 기

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가)사회 기업의 지역별 인증 황

251개 기 을 소재지별로 분석한 결과 체 사회 기업의 45.4%가 서울,경기,인천

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해보면 주

권이 권,부산권, 구권에 비해 인증기 의 수가 상 으로 많고,특히 강원권과

제주도가 인구 비 상 으로 높은 인증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 <표 Ⅱ-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사회 기업은 일반 으로 도심보다 지역사회

에서 태동하고 지역기반을 많이 채택할 것이라는 기 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와 자

원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즉 사회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같

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자원이 풍부하여 기업 활동이 용이한 곳에 생겨난다는 을 추

측할 수 있다.

<표 Ⅱ-4>사회 기업의 지역별 인증 황

지역
서
울

경
기

인
천

강
원 구

경
북

부
산

울
산

경
남 주 남 북

충
남

충
북

제
주

개수 57 43 14 18 6 9 13 7 8 12 9 16 9 6 15 7

비율(%) 45.4 7.1 6.0 11.2 16.0 11.6 2.8

자료:노동부 (2009),사회 기업 개요집.



- 20 -

(나)사업내용

사회 기업의 사업내용을 분석해 보면 <표 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 인 사업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분야가 29.1%(73개)로 가장 많고,사회복지 분야가 20.7%(52개),

환경 분야가 16.3%(41),가사,간병 분야가 13.1%(33개),보육분야가 8.0%(20개),문화,

술,교육,보건의료 순서이다.

<표 Ⅱ-5>사회 기업의 사업내용

업종
가사/
간병

환경 보육
보건
의료

교육
문화, 술,

,운동
사회
복지

기타(정보
통신,택배)

계

개수 33 41 20 9 11 12 52 73 251

비율(%) 13.1 16.3 8.0 3.6 4.4 4.8 20.7 29.1 100.0

자료:노동부 (2009),사회 기업 개요집.

(3)제주지역 사회 기업 황

재 운 인 제주지역의 사회 기업들은 2010년 7월까지 총 10개가 인증을 받았

다.하지만 조사 실시 시 2010년 12월 22일 부로 제주 생태 업체 추가로 재 제주

지역 사회 기업은 11업체이다 한 사회 목 을 실 하는 유형 분포를 보면,일자리

제공형이 6개업체,사회 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이 각각 2개 업체이다.

재 조직유형은 상법상 회사 4개,사회복지법인 4개,자활공동체 2개,비 리 등록단

체와 사단법인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제주지역의 사회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 3개 업체,환경분야,보육서비스 간병 가사지원 서비스 각각 1

개 업체,그리고 제조업 분야는 4개 업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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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제주지역 사회 기업의 일반 특성

구분 빈도(개) 비율(%)

사회 목

실 유형

일자리 제공형 6 60

사회서비스제공형 2 20

혼합형 2 20

재 조직유형

상법상 회사 4 40

사회복지범인 4 40

자활공동체 2 20

인증받기 이 형태
법인 혹은 단체소속사업단 4 40

사회복지법인 4 40

서비스분야

사회보지분야서비스 3 30

환경분야서비스 1 10

보육서비스(아동 돌보미) 1 10

간병 가사지원 서비스 1 10

제조업 분야 4 40

자료:제주특별자치도 (2010),사회 기업 ·장기 육성 계획.p.164

<표 Ⅱ-7>제주지역 사회 기업 황

(2011.2.28기 )

기 (단체)명
사회
기 업
인증일

주업종(생산품) 인원
사업
참여
시작일

(사회복지법인)평화의마을 ‘08.4.28
축산물가공

(소시지,햄,제과제빵 등)
13

’11.1.1

(3년차)

(사회복지법인)마로원

길 직업재활센터
‘08.4.28 물수건세탁,종이컵 17

‘11.1.1

(3년차)

제주YWCA다인 ‘08.4.28 보육서비스(아동돌보미) 17
‘11.1.1

(3년차)

(유한회사)클린서비스

보 자리
‘08.10.24 환경(방제,청소) 17

‘11.1.1

(3년차)

(작업활동센터)일배움터 ‘08.12.30
원 작물재배

도자기용품생산
19

‘10.4.1

(2년차)

(사회복지법인)청수아리랑김치 ‘08.12.30 김치생산 15
‘10.4.1

(2년차)

(유한회사)행복나눔푸드 ‘08.12.30 도시락 생산 16
‘10.4.1

(2년차)

(유한회사)엔젤지원사업단 ‘10.1.21 노인요양보호 15
‘10.4.1

(1년차)

( 농조합법인)산새미 ‘10.5.28
말(horse)가공제품생산

(비 화장품,가죽 등)
12

‘10.12.1

(1년차)

(사단법인)일하는 사람들 ‘10.7.30 청소,친환경방역 12
‘10.12.1

(1년차)

(주)제주생태 ‘10.12.22 생태․공정 8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11),자치행정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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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제주지역 비사회 기업 황

(2011.2.28기 )

기 (단체)명
사회
기 업
인증일

주업종(생산품) 인원
사업
참여
시작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비

장애인 소득층

이동청소사업단
13

‘10.4.1

(3년차)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비
증장애인IT분야

고용창출사업
8

‘10.4.1

(1년차)

(사)제주경상학회 비
장애인 상경 컨설

교육사업
4

‘10.4.1

(1년차)

(주)제주문화 개발원
비

(‘11.2.28)
제주역사문화 5

(주)서정
비

(‘11.2.28)
방역 0

한라산성암 귤농원 농조

합법인

비

(‘11.2.28)

친환경유기농 귤과즙생산품

제조
2

생드르 농조합법인
비

(‘11.2.28)
친환경 로컬푸드 8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11),자치행정과 내부자료.

2. 사회  업의 공요인

국내에서는 사회 기업 성공요인에 한 본격 인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다만,

최근 들어 사회 기업에 한 심과 더불어 학술지등에 포 이거나 단편 인 의미에

기고는 에 띠고 있다.

이인재(2006)는 자활공동체에서 발 하여 사회 기업으로 성공한 (주)컴원의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요인을 제시했다.컴온의 성공요인을 크게 4가지로 분석되고 있다.첫째,

업종 선택에 요성을 들고 있고,둘째,조직운 의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와 경 문인

이 확보,셋째,사회 지원,넷째,조직내부 상호통제 시스템과 갈등해소 기제가 필요 등

을 제시하 다.국내에 유일하게 사회 기업 성공요인을 사례를 심으로 연구가 이루

어 졌다는 에 의의가 있다.

정선희(2007)는 첫째,사회 기업 창업자의 리더십을 들고 있다.설립 기 창업자의

창업정신과 리더십은 결정 인 역할을 한다.둘째,명확한 목표의식이다.사회 기업은

‘비즈니스 수익성’과 ‘사회 임무’라는 두 가지 목표가 공존하고 있어 균형 있는 경 으

로 지속 수익창출이 요하다.셋째,충분한 시장조사와 자산평가,사회 기업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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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외가 없다.따라서 시장의 요구에 충족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셋째,

명확한 책임라인 시스템구성 기업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경쟁력이다.사회 로그램을

운 하는 직원과 사회 기업의 경 을 담당하는 매니 의 역할분화와 문성과 책임운

이 요하다.넷째,내부 기술 인력과 외부 문가의 결합의 요성을 들고 있다.여러

가지로 사회 기업에 시사 하는바가 있으나 이는 본격 인 실증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한 사회 기업의 보편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한편,사단법인 한국자활후견기 회에서 지난 2006년 6월 “자활 사회 기업의 황

과 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사회 기업의 발 조건을 5가지로 정리하여 발표한바 있다.

첫째, 문성,사회 기업이 할 사업역시 그 상을 고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

품의 질이 우수해야 한다.

둘째,사회 력,이는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기업,타 민간 단체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력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셋째,규모화이다.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때 원가 감,질 향상을 한 업무방법 개발 등이 활발하여 역 국

단 의 사업 표 화와 규모화,시스템 구축,공동 랜드 사용 등 성공 가능성이 높다.

넷째,충분한 인 라 구축이다.완벽한 서비스를 한 최소한의 필수시설,장비,인허가

등 구비하여야 서비스 사용자가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다섯째,높은 경 능력과 리더

십이다.지 까지 자선단체의 리자는 모험심,포용심,헌신성은 높으나 기업을 경 하

는데 요구되는 비 제시와 략 사고 그리고 경 실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우(2008)에서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으로 략 요인,사회 기업가정인 요인,

경 역량,조직 요인,사업 환경 요인,사회 네트워크요인.이 6개의 요인들의 기업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가 되었다.

1) 략 요인

수익사업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확 할 것인가에 한 략이 필요하다.기존 비 리

단체나 시만단체의 지도자에 견줘 사회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조직의 운 자

조달 능력이다.비 리단체들도 자체 수익사업을 벌이지만 가장 부족한 것이 돈을 버는

기술인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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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업의 수익사업은 리를 좇으려는 게 아니라 말 그 로 사회 소명을 지속가

능하게 수행하기 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해 요구되는 일종의 사회 경 략인

셈이다.수익사업은 비 리조직이 사회 서비스 로그램의 운 비용을 조달하기 한

목 으로 벌이는 리활동을 말한다.투자한 것보다 이윤을 더 내야 하는 리사업과 본

질 으로 다르다.

(1)업종선정

창업 의사결정에서 가장 요한 고려사항은 업종의 선정이다.업종의 성장률이 높고,

시장의 규모가 크며,경쟁강도가 낮으면 매력 인 업종이다.이런 업종에 진입한다면 생

존 확률이 높다.그러나 업종매력도가 높은 수록 상 으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사회 기업의 진출도 가능한 사업 성장률이 높은 산업을 선택하면 유리 할 것이다.

(2)시장경쟁력 확보

략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 환경에 응하는 의사결정의 패

턴이다. 기 창업자는 사진이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

장에 진입한다.따라서 창업단계에서 핵심 의사결정은 시장에서 경쟁우 를 가질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이며,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쟁 치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다.이

를 략 치설정(strategicpositioning)이라고 하며 가장 요한 것은 경쟁 의 확

보와 진입의 타이 을 주장했다.경쟁력확보에 해 유사의견을 가진 학자로 Covinand

Slevin(1990)은 성이 높은 산업환경 하에서는 경쟁기업에 해 상 으로 질이 우

수해 높은 가격과 고품질의 서비스 략을 사용하는 기업이 더욱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

을 주장하다.

(3)사 시장조사

Maurrice(2004)는 냐의 HoneyCareAfrica사례연구에서 지역기반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으로 첫 번째로 사 에 시장조사를 철 히 하여 지역농민들의 수익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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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학자로는 정선희(2007)와 한국자활후견기 회의 보고서에서 사 에 충분한 시장

조사를 성공요인으로 들고 있다.

2)사회 기업가 정신 요인

기업가란 기업을 지배,운 하는 경 자를 말한다.즉,기업가는 스스로 출자하고 동시

에 기업을 경 하는 자를 규정한다.경 학 의미로 소유와 경 이 일치하는 기업가를

경 자형 기업가라고 지칭하지만 오늘날에는 기업을 지배하고 운 하는 기능 인 측면을

시하여 기업을 지배하는 능력과 경 하는 능력을 동시에 가지는 창조 리더십을 가진

자를 기업가로 정의하고 있다.

통 으로 기업가는 기업이 성장에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요인 하나로 기업

의 경 자와 련된 제반 요인을 말한다.그러나 기업가 정신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이는 연구자들 마다 근방법이 상이하고 변수로 고

려하는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CooperandGascon,1992).

기업가정신은 경 이념의 의미로 기업가의 본래의 기능을 극 으로 달성,수행하는

마음가짐이다.출자를 담당하는 기능,경 신을 통한 창조정신,리더십을 발휘한 도

정신과 할 수 있다는 신념의 정신,스스로 험을 극복하는 도 과 개척정신 등이 표

이다.

드러커는 기업경 에 기업가 정신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기업가 정신이 없는 경 자

는 실패한다고 주장한다. 한,사회 기업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도 사회 기업가

의 모험심과 새로운 시도에 하여 기업가 정신의 발로로 볼 수 있다는 견해와 더블어

비 리기업 경 에 요구되는 헌신성과 소명감,사회 기업가 정신,지역사회개발의지

빈민구제,사업의 균형감 등은 사회 기업가로써 갖추어야할 자세로 보는 시각이 있다.

따라서 사회 기업 역시 기업가 정신 요한 요인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PeredoandMclean(2006)는 사회 기업 활동에 한 연구에서 사회 기업가는 우선

균형 인 단을 보여주고 복잡한 국면에서 목표와 행동의 일 성 있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그리고 둘째로 사회 기업은 뛰어난 방법으로 기회인식과 그들이 제공하고자 하

는 사회 가치에 잘 활용하며,셋째로 사회 기업가는 사회 경쟁의 장에서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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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들에 나타나는 험감수, 신성 극성 참여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1)창의성 신성

Schumpeter(1934)가 처음으로 새로운 신자로써 기업가를 “신제품의 발명 는 개

발,신 생산 방법의 도입이나 신 기술개발,신 시장의 개척,새로운 조직의 형성 등을

이루는 신자의 지속 인 신 창조 괴를 기업가 정신”으로 정의한 이후 아직

일반 으로 수용 될 수 있는 정의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창의성과 신은 창업자에

게 있어서는 매우 요한 요소로서 부분의 성공한 기업가나 기업 문인까

지도 기업가 정신의 근본 인 요소로 Schumpeter(1934)가 지칭한 신가로 제시한 새

로운 상품의 개발 새로운 개념의 시장개발 새로운 조직의 신등을 지 하고 있다.

(2) 험감수성

SextonandBowman(1986)은 험감수성은 불확실한 결과가 상에도 불구하고 과감

히 도 하려는 의지의 정도로서 험에 무 심하거나, 험을 즐기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험을 감수하고 도 하는 사업에 한 강력한 동기의식이 있을 때 발휘되며 성

취지향 인 특성 즉,진취성을 가질 때 가능 한 것이다.이것은 실패해도 다시 제기하여

도 하는 집념을 말하며, 험을 감수할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성공에 한 확신과

불가능은 없다는 도 정신을 지닌 행동 지향 인 특성을 가지며 때론 합리성보다 직

이 더 큰 향을 미친다.

(3)진취성 성취의욕

McClelland(1961)는 높은 성취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내는데 개인 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소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를 수립하는 험을 감

수하고 높은 성과의 목표를 달성하는 성향이 강한 개인 특성을 지닌다고 보았고,조

형래(1985)는 경 자의 성취에 한 욕구가 클수록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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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는 연구에서 성취욕구와 벤처기업 성공 간에는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

인했다.

3)조직 요인

김종휘(2009)에서는 문화 술 사회 기업 ‘노리단’를 통해 조직 요인이 사회 기업

의 성공요인에 큰 향을 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다.

노리단을 창업한 11명의 단원은 나이와 경력과 경험에서도 단 한 사람도 같지가 않다.

서로 무 달라서 문제가 많았지만 바로 이 다름이 차이 때문에 상생하는 것이 무엇인

지 알게 되고 상생할 때에만 발휘되는 창의 트 십을 몸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다.

‘버려지는 것을 새롭게 살린다’는 가치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잠재력을 발

휘하게 상호 진하는 조직의 모델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한다.그리하여 어떤 분야의

로페셔 도 노리단에 와서는 아마추어처럼 자신의 다른 잠재력을 찾는 일로부터 시작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이 게 내 몸,문명,자연의 두 번째 삶을 재발견하는 실험에 집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노리단의 공연,교육,디자인 작업이 갖는 어떤 색깔이랄까 하는

특징이 도출된다.

주)노리단을 경우에도 나타나듯이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의

사소통과 효과 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성공 인 사회 기업으로 요한 요인이다.

새로운 기술을 원천으로 하는 창업이나 가치 생활양식을 변화하여 창업하는 시장

주도형 창업이든 사업의 성공여부는 시장에서 결정된다.따라서 기술과 시장은 상호작용

을 주시하면서 구매력이 우수한 상품으로 구 하여야 한다.상품을 구 하는데 문성

과 기술력이 없이는 불가능 할뿐 아니라 지속 인 시장장악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으로

이를 뒷받침 하기 한 창업 의 기술성이나 문성 그리고 극 조직문화의 상호 신

뢰감은 도 으로 어려운 사업 여건 하에서 출발하는 기 창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

복하는 힘이 된다.

성공한 사회 기업에 한 연구결과 MosheandLerner(2006)와 Wheeler(2003)는 경

자와 구성원과의 비 이나 창업자와의 커뮤니 이션의 용이성 등이 매우 요한 것으

로 나타나 있다.

DonaldDuchesneau,Gartner(1990)의 성공 인 기업과 그 지 못한 기업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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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자의 경우는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를 띄우고 후자의 경우는

계 이며 집권 인 의사결정의 양상을 보인다는 하는 결과는 커뮤니 이션룰 히 여

기는 이 일치한다.

사회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하여 인 자원이 어 인력의 잠재력이 매우 요한 성

패의 요소로써 인 자원의 효과 인 리와 경 을 통하여 그들의 잠재력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진취 인 조직성향과 분 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주)노리단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4)사업 환경 요인

(1)산업 환경

Porter(1985)는 산업 환경의 특성을 산업 내 경쟁 계,공 자와의 계,수요자와의

계, 체제의 험 잠재 신규진입자라는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정의하 다.산

업 환경의 속성은 늘 변화한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일정한 상황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동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변 요인으로부터 향을 받는다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

다. 한 업종이나 상품에 따라 산업의 라이 사이클과 주기에 따른 향을 받고 있다

(CovinandSleven,1991).

RoureandMadique(1987)은 사업 내 경쟁에 하여 어떤 상품의 목표 시장이 유율

과 구매자 집 도가 높고 산업 내 경쟁강도가 낮을 때 기업의 성과가 높다고 했다.

SandbergandHofer(1987)는 산업마다 서로 다른 산업구조와 시장의 안정성,진입장벽의

정도차이 등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특성 산업의 제품 간 이질성이 높을수록

성공 이고 산업성장률이 높을수록 경 성과가 높은 것으로 실증 인 입증을 했다.

(2)사회 공감과 조

사회 기업의 경우 환경요인은 매우 요하다.그것은 사회 기업의 사업 역이나

구성원 등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생산성이 나 경쟁력이 한 차이가

있고 공익 목 이라는 특성상 사회 심이나 외부의 지원이 없이 독자 으로 자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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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ink(1996)은 사회 기업들은 내부에 내재된 가치나 사회 공헌을 인지하지 못하는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심지어 기존의 정책과 공 자원을 리하는 단체들로부터 반 에

직면하기도 한다.그래도 가능한 범 한 사회 변에 자신들의 생각을 하는 것이

사회 기업가의 의무이다(AldricchandFiol,1994).

한편,환경의 변화는 기업에 직 ,간 으로 향을 다.환경은 기업의 목표달성

에 향을 수 있는 사건(events)나 추세(trends)를 악하거나 측하고 기업에 미치

는 향을 평가함으로 기회와 험을 악하는데 목 이 있다.그러나 창업의 단계에서

환경은 산업의 매력도를 평가하고 그 산업에 성공을 하여 갖추어야할 핵심성공요인을

악하는데 있다.크게 그 산업의 수익성,성장가능성,경쟁강도,진입장벽, 한 정책 환

경과 창업자원 확보 여건 등으로 별 할 수 있다.

(3)정부의 정책 자원조달 여건

환경은 기업의 이해당 계자 들 에는 고객,주주,정부,지자체 지역 사회 NGO,지

역민 등 유형 단체 외에도 제도,지역정서,종교 등 다양화 되어 있다.특히 사회 기

업인 경우 국가 지원이나 보호가 없이 창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액 환

경은 요한 생존 요인이 된다.창업기업의 부분이 창업 기에 어려움으로 창업자 의

확보를 들고 있다.

5)사회 네트워크

MosheandLerner(2006)의 연구에서 사회 기업은 열악한 사업 환경의 극복을 해

사회인식의 확 와 사업추진에 력 계형성을 해 인 ,사회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학연,지연,사회 친분이 두터운 것이 매우 유익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사회 네트워크 란 자원과 문지식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 아직

은 불확실한 미래의 사업에 자본과 노동력에 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실제로 기업가의 사회 네트워크에 통합된 사회 자본은 그 자체로 사회 기업의

요한 자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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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양한 계층과 기 과의 호의 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 기업을 성장시키

거나 하여 나아가는데 매우 요한 것으로 연구결과 성공한 사회 기업은 모두 이

와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3. 내부고객 만족

1)내부고객만족의 개념

서비스기업에 있어서 내부고객만족과 동기부여정도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핵심 인 요인이다.서비스의 특성상 고객들이 서비스 생산

과정에 직 참여하기 때문에,고객들은 서비스 공 자의 만족 등을 부분 으로나마 지

각할 수 있게 된다.기존에 이루어졌던 부분의 연구에서 내부고객만족을 구성하는 요

소는 직무만족이었다.

따라서 내부고객만족은 개 직무만족이라는 개념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그러나

Heskett,JamesL.,Jones(1994)등의 연구에 의하면,내부 고객만족은 직무만족과 유사하

지만 직무만족을 포함하는 보다 포 인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그 지만 직무만족의

개념을 보다 포 으로 악하게 되면 직무만족은 내부고객만족의 거의 부분이 요인

으로 포함하게 되며,내부고객만족은 ‘내부고객의 욕구와 기 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내부고객만족에 한 변수들에 한 연구는 많은 편이지만 변수에 한 구

체성은 학자들마다 의견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이유는 조사하고자 하는 기업들

의 조직 환경,조사 시기 조직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서 숙,

2003).내부고객만족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의 욕구는 직무와 련된 과업과 같은 직무

외 인 면을 포 한 외 요인으로 구분하며 다시 외 요인은 경제 요인과 비경제 요

인으로 구분한다.

PrinceandMueller(1986)는 업무의 단순성,집 화 정도,수단 의사소통,통합정도,

여수 ,승진기회,역할과 부화를 내부고객만족 요인으로 보았다.Lucas(1990)는 내부

고객만족을 내 직무만족과 외 직무만족으로 나 어 내 직무만족에는 과업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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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감,개인의 성장 기회를 만족요인으로 보았고,외 직무만족요인으로는 임 인상,

작업조건을 만족 요인으로 보았다. 한 Atkin(1996)도 내부고객의 욕구와 기 는 내

요인들을,외 요인은 임 ,신분안정,감독,역할갈등,조직구조,업무분 기 등 직무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 다.

의 내부고객만족에 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 간의 상 향력에 해서는 우선

내 요인보다는 외 요인이 내부고객만족과 높은 상 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그

외 요인 에서도 비경제 요인이 경제 요인보다 내부고객만족에 상 으로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tkins,Marshall,Javalgi,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내부고객으로 규정하고 내부

고객만족이 사회 기업 성과에 향을 주는지에 을 맞추고자한다.양질의 서비스품

질에 만족한 내부고객은 조직이 지향하는 고객을 돕는 행 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제안되고 있기 때문이다(Weatherly,Tansik,1993).

2)내부고객 만족의 구성요인

일반 으로 내부고객 만족을 구성하는 요인도 학자마다 그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고,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집약된 요인을 제시하지는 못했다.하지만 상당한 부

분들이 공통 인 만족 요인들로서 제기되고 있음을 다음에서 알 수 있다.

Herzberg(1966)는 내부고객만족의 요인은 생요인과 구분되는 동기요인으로 구분하

고,내부고객만족 요인으로는 직무수행 그 자체(일 그 자체의 심,업무),인정감,성취

감,책임감,승진 등을 제시하 다.Organ과 Hamner(1982)는 직무만족도가 높게 작용하

는 요인으로 높은 보수,직무에 자율성,직무로부터 내재하는 강한 보상을 들고 있으며,

Locke(1976)는 직무자체,임 ,승진,인정,복리후생(연 ,유 휴가 등),작업환경,감독,

동료,회사 경 방침으로 과거 조사자들이 연구한 직무차원을 정리하고 있다(Locke,E.

A.,1973). 한 Porter와 Steers(1973)는 내부고객만족 요인들을 조직 체 요인,작업 환

경 요인,직무내용 요인,개인 요인 등으로 별하고있다.

그 외에 Cornell 학 연구소는 직무만족 요인으로 직무, ,승진,감독,동료 등을

Gilmer(1966)는 직무만족 요인으로 안정,승진,임 ,직무의 본질 인 측면,감독,직무의

사회 측면,의사소통,작업환경,복리후생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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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내부고객만족과 기업 성과

내부 마 의 성공은 종업원의 역할과 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여기에

서 종업원은 내부고객으로 간주되어진다.미국의 시어즈(Sears)사는 고객만족과 종업원

이 이직률 간에 높은 상 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서비스기업의 최고 경

자에게 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내부고객이 행복하지 못하면 외부고객의 만족은 이루

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요하다.특히 서비스기업의 에서 종업원

은 경계확장자 역할(boundaryspanningrole)을 한다.

경계확장자의 역할이란 기업과 기업을 둘러싼 환경 사이에서 기업의 구성원과 환경의

구성원 사이에서 상호작용 함으로써 그 둘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므로 서비스

기업은 외부고객의 만족을 시도하기 앞서 경계확장자인 일선 내부고객의 만족을 먼 살

펴볼 필요가 있다(이유재,1999).그런데 이 외부고객의 만족과 응되는 개념으로서의

내부고객만족은 내부서비스품질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Schlesinger,

Heskett,1991).기업이 내부서비스품질을 통해 내부고객만족을 달성하게 되면 고객만족

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Ⅱ-3]서비스 이익 사슬의 체계

출처 :조재운 (1994),“서비스-이익 사슬의 활용”,서강하버드 비지니스,Vol.58,23.

서비스 기업에서 내부고객만족의 요성을 알아보기 해 수익성,고객충성도,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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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과 충성도,생산성의 계를 보여주는 서비스 이익사슬 모형은 [그림 Ⅱ-3]와 같이

종업원 만족도는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에 선행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조재운,1994).

내부 고객만족에 한 연구는 부분의 품질지향 인 기업에 있어서 핵심 인 사항이

다(Fosam,Grimsley,Wisher,1998).특히 내부고객이 고객과 직 으로 하는 경우

에 특히 그러한데,내부고객만족을 달성하게 되면 고객만족을 확보할 수 있다(Rust,

Stewart,Miller,Pielack,1996).기본 으로 서비스 조직에서는 종업원과 소비자는 매우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부고객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은 서비스 시

고객에게 그 로 달될 수밖에 없다.

Schneider,Bowen(1993)은 내부고객이 자신들의 직무에 해 경험한 것을 제 로

악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고객들이 서비스품질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즉 내부고객에게 정 인 경험을 심어 으로써 외부고객의 시

각에서 고품질의 서비스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dvardsson,Larsson,Setterlind,1997).이를 해 서비스 기업들은 외부고객에 한 품

질 지향뿐만 아니라 내부고객들에게도 이를 강조하는, 조직에 걸쳐 품질 지향 인 경

철학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통 으로 인사 리 역에서는 내부고객의 만족제고를 해서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기업이 내부고객을 공정하게 우하거나 내부고객이 공정하게

우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는 조직에 한 몰입과 만족을 높여 다는 것이다.

한 외부고객의 에서도 내부고객이 공정하게 우 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서비스

달과정도 서비스 회복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된다(Bowen,Gilliland,Folger,1999).

그러나 품질 지향 인 경 속에서 내부고객만족은 인 자원 리 부서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마 담당자에게도 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내부고객만족에

한 체계 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내부 고객의 요성은 조직의 고객일 수도 있고 외부고객에 한 서비스의 제공자

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양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그 제공자가 바로 내부고객이므로 실질 으로 기업의 고객에 한

만족을 높이기 해서는 외부고객과 하고 있는 내부고객의 역할은 요하다고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외부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부고객이 제공할 수

있으려면 내부고객 한 조직으로부터 만족을 얻어야 하고 이들을 으로 하는 내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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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필수 인 조직의 사안이다.

고객만족 경 도 외부고객의 만족을 통하여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한다면 먼 내

부고객의 만족부터 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결국,내부고객만족은 회사이미지를 개

선시킨다(제갈돈,황병청,1998).기업의 고객을 상 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은 그 회

사의 직원들이 리자들로부터 어떤 우를 받고 있는 가를 그 로 반 하므로 기업은

자사의 종업원을 가장 요한 고객들 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을 가지고 최우선

으로 우해야 한다(정은주,2003).

김 진(2007)에서는 종업원의 만족은 내부 로세스 2가지 요인 즉 내부운 의 효율성

과 시스템 자동화에 각각의 양의 향을 미치고,종업원 만족과 내부 로세스 요인들이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4. 사회  업 과

1)사회 기업 성과의 개념

사회 기업에 한 학계연구는 부분이 2000년 이후부터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라 아직은 학문 연구에 있어 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사회 기업의 정의에 논의하는 개념 인 탐색이 주를 이루고 있고 사회 기업에 한

정의 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통일되지 않았다(MairandMarti,2006;Austin,

Stevenson,andWei-Skillern,2006;PeredoandChrisman,2006;Allan,2005).

더구나 부분의 사회 기업 연구가 사회 기업의 상을 검토하기 한 수단으로서

사례연구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어 체계화된 데이터 수집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국

내에서의 사회 기업에 한 연구들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 일자리 정책을 논의하

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회 기업의 개념을 다루었고(이인재,2006;한상진,2005),고용

복지나 주요 사회 기업의 사례연구에 을 맞추어 연구하 다(오미옥,2005;이인재,

2006).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사회 기업의 개념 정의나 유형에 한 연구 외에도 사회 기

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한 방법론과 사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한 연구도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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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그 연구범 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특히 자의 경우 사회 기업은 추구

하는 가치가 경제 가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과측정에 있어 일반 기

업에 용되는 리 도구를 용할 경우 제 로 된 성과측정이 오류를 가져 올 수 있다

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부분의 사회 기업은 성과측정 정량화된 경제 지표 외에 무형 이고 정

량화하기 어려운 사회 가치를 다루고 있다(DeesandAnderson,2003).이에 여러 학자

들이 균형성과표(BSC)나 사회 투자수익률(SROI)과 같은 측정도구를 각 나라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와 련된 움직임이 한

창 진행 이다.

이승규(2007)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최 로 사회 기업의 성과 평가 기 지표

를 체계 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그러나 그가 만든 평가기 지표들이

지나치게 복잡하며,사회 가치를 측정하는 기 들의 경우 과도하게 모형과 계량화를

강조하다보니 오히려 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함께 듣고 있다.조 복(2007)은 사회

기업의 성과평가 기 지표를 이용자 만족도,종업원 만족도,안정 인 고용창출

종업원의 삶의 질 개선,종업원의 직업능력 개발,지원 비 매출액 등의 다섯 가지

로 설정하고,이를 용하여 ‘안심생활’이라는 사회 기업의 활동 성과에 용해 평

가하고 있다.김순양(2008)의 연구는 사회 기업의 성과평가 기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실 으로 사회 기업의 성과평가에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고자

하 다.이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사회 기업의 성과를 목 과 임무,활

동,산출,종업원,고객 등의 종합 인 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 지표를 개발했

다는데서 그 의의가 있다.

2)사회 기업 성과측정

MosheandLerner(2006)의 연구에서는 사회 기업의 성과를 스스로 공표한 목표를

성취한 정도, 재의 사업을 유지하기 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함으로써 로그램/서비

스의 연속성과(sustainability)을 보당 할 수 있는 자원에 한 능력,사회 기업의 성장

과 발 을 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보유 등 3가지로 성과를 측정하 다.즉,사회 기

업의 리 성과만을 평가함으로 제한 인 결과만을 얻게 되고 사회 공익성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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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지 못해 사회 기업의 체를 못 보는 단편 인 성과 측정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이 우(2009)는 사회 기업의 본질 인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제에서

리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자 하 다.그래서 략 요인,사회 기업가 의식,경 역량,조직 요인,사업환경 그

리고 사회 네트워크 등 크게 6가지 요인과 사회 기업의 성과간의 계를 국내 사회

기업 인증기업과 신청기업 128개를 심으로 설문조사하 다.그 결과 사회 기업의

략 요인(사 시장조사,상품의 우수성,수요 로의 확보)이 리 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치며,사회 기업가 의식은 리 성과와 공익 성과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 네트워크의 역할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성과를 리 성과와 비 리 성과 즉 공익 성과

2가지 측면에서 측정하고자 한다.

[그림 Ⅱ-4]사회 기업의 성과측정 모형

출처 :이 우 (2008),“지속가능한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에 한 연구”,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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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1. 연구 모  및 연구 가

1)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과 내부고객 만족이 리 ,공익 성과와의

계를 실증 분석해 검증하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다.이를 해 독립변수 성공요인

을 설정하고,종속변수에는 내부고객만족, 리 ,공익 성과를 각각 설정했고 이에

따라 성공요인과 내부고객만족간의 향 계, 리 ,공익 성과와의 향 계를

알아보고자 했다.추가 으로 내부고객만족과 리 ,공익 성과와의 향 계를 악

하기 해 실증분석을 실시했다.이를 토 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Ⅲ-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 Ⅲ-1]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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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 가설을 설정하 다.

(1)사회 기업의 성공요인과 내부고객 만족과의 상 계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으로 략 요인,사회 기업가 정신,경 역량,조직 구조,

사업 환경,사회 네트워크,이 게 6가지 요인의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정의하 고

(이 우,2008),사회 기업의 향요인인 제도효과성,성장필요성,운 애로성 등이 종

사자만족도에 향을 미친다고 정의했다(이태 ,2009).

따라서,선행연구의 요인들의 내부고객 만족에도 계가 있을 것이다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사회 기업의 성공요인은 내부고객 만족에 정(+)의 상 계가 있을 것

이다.

가설 1-1 략 요인은 내부고객 만족에 정(+)의 상 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사회 기업가 정신은 내부고객 만족에 정(+)의 상 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조직 요인은 내부고객 만족에 정(+)의 상 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사업 환경은 내부고객 만족에 정(+)의 상 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사회 네트워크는 내부고객 만족에 정(+)의 상 계가 있을 것이다.

(2)사회 기업의 내부고객만족과 기업의 리 성과와의 계

리 성과는 기업으로서의 가져야하는 본질 인 성과로 기업을 유지·발 시키기

한 인 성과와 경 자립정도로 정의한다(이 우,2008). 한,권오경(2007)에서는

경쟁의 높은 기업 일수록 고객만족은 수익과 이익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나타난다고

하 다.

따라서,사회 기업의 내부고객만족의 기업의 리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라 가

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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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사회 기업의 내부고객만족은 기업의 리 성과에 정(+)의 향에 미칠

것이다.

가설 2-1직무만족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보상만족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상사만족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직무 요도는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사회 기업의 내부고객만족과 기업의 공익 성과와의 계

공익 성과는 사회 기업이 본질 으로 추구하고자하는 사명감과 사정신 그리고

부가가치와 사회공헌으로 정의하 다(이 우,2008). 한,황정은(2010)에서 사회 기업

가의 의식이나 태도가 근로자들의 직무만족으로 연결되어 결국,업무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이고,성과를 한 노력으로 변화되어 기업의 성장과 발 을 가져다주는 자산이라고

분석하 다.따라서,선행연구들을 토 로 사회 기업의 내부고객만족의 기업의 공익

성과에도 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사회 기업의 내부고객만족은 기업의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직무만족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보상만족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상사만족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직무 요도는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사회 기업의 성공요인과 리 성과와의 계.

이 우(2008)에서는 략 요인,사회 기업가정신,경 역량,사업 환경 요인들의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분석하 다.따라서 선행연구을 토 로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의 리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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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사회 기업의 성공요인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략 요인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기업가 정신 요인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조직 요인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4.사업환경 요인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5.사회 네트워크 요인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5)사회 기업의 성공요인과 공익 성과와의 계.

이 우(2008)에서는 사회 기업가 정신,사회 네트워크 요인들의 공익 성과에 정

(+)의 향을 미친다고 분석하 다.

따라서 선행연구을 토 로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의 공익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

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사회 기업의 성공요인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5-1. 략 요인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5-2.기업가 정신 요인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5-3.조직 요인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5-4.사업환경 요인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5-5.사회 네트워크 요인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것이다.

2. 변수의 조작  의 

1)사회 기업의 성공요인

이 우(2008)에서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으로 략 요인은 사회 기업이 지속가능

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 으로 수립하여 추구하고 있는 경 략이라 정의하

고,사회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시장에 한 도 정신과 강한 의지,추진력,그리고 사

회 기업의 기업가로서 갖추어야할 사회 공헌이나 헌신정도로 사회 활동에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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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서 동기를 부여해주는 동인과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 경 역량은 기업을 경 하는데 있어서 사회 기업이 기업으로서 완 한 경쟁력

을 갖추고 안정 인 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문 인 경 능력이나 지식

는 사업기회의 포착능력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조직 구조는 경 자나 창업자와의

용이한 커뮤니 이션을 통한 구조 특성을 유지하며, 한 구성인 자원이 잠재 역량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취 인 분 기를 형성하여 종업원의 역량을 극 화 시킬 수 있는

기업문화라 정의하 다.

사업 환경은 사회 기업을 둘러싼 산업환경의 가변성이나 경쟁강도와 사회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주어야 하는 지원환경이라 정의하고,사회 네트워크는 사회

기업의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기 해 사회 인 인식을 확 시키거나 사업추진에 력

계의 형성을 해 인 ·사회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학연,지연,사회 친분 등을

요한 요인으로 여기는 것이며 한 지역사회의 산업클러스와 연결된 호의 인 계로

정의하 다.

선행연구를 근거로,본 연구에서도 용하여 성공요인을 “ 략 요인,사회 기업가

정신,조직 요인,사업 환경,사회 네트워크”으로 정의했다.이러한 성공요인을 측정

하기 하여,총 40개의 측정 변수를 사용했고,측정 항목은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7 )으로 표시하는 리커트 7 척도를 사용했다.

2)내부고객만족

내부고객만족은 이태 (2009)과 황정은(2010)에서는 내부고객만족의 요인으로는 JDI

(JobDescriptiveIndex)척도에 측정도구로써 직무자제(작업에 한 심의 정도,학습

책임부담 제공정도),임 (임 의 총액,공정성,지 방법),승진(승진의 가능성 여부),감

독(감독자의 기술, 리능력과 조직원에 한 배려 심의 정도),동료(동료의 우호

태도 실력과 후원정도)의 5가지로 구성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근거로,본 연구에서는 내부고객만족의 요인들을 “직무만족,보상만족,상

사만족,직무 요도”로 정의했다.이러한 내부고객만족 요인을 측정하기 하여,총 23개

의 측정 변수를 사용했고,측정 항목은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7 )으로 표

시하는 리커트 7 척도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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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 기업 경 성과

(1) 리 성과

리 성과는 이 우(2008)에서 기업으로서의 가져야하는 본질 인 성과로 기업을 유

지·발 시키기 한 인 성과와 경 자립정도로 나타낼 수 있고,사회 기업이 성

과에 사업 경쟁력을 주장한 McGee,DowlingandMegginson(1995)와 MerzandSauber

(1995)의 연구를 심으로 고객 만족도,경 자립도 향상,수익 목표 달성 등으로 구성

하 다.

선행연구를 근거로,본 연구에서는 리 성과를 “ 인 성과와 경 자립정도”로

정의했다.이러한 리 성과를 측정하기 하여,총 3개의 측정 변수를 사용했고,측정

항목은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7 )으로 표시하는 리커트 7 척도를 사용

했다.

(2)공익 성과

공익 성과는 KanterandSummer(1987)와 Poter(1995),MosheandLerner(2006)의

연구를 심으로 근무에 한 자부심,지역에 일자리 제공 등으로 구성하 다.

한,이 우(2008)에서 사회 기업이 본질 으로 추구하고자하는 사명감과 사정신

그리고 부가가치와 사회공헌을 포함하는 성과로 나타낼 수 있다.

선행연구를 근거로,본 연구에서는 공익 성과를 “사명감과 사정신,부가가치와 사

회공헌”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공익 성과을 측정하기 하여,총 7개의 측정 변수를 사용했고,측정 항목은

그 지 않다(1 ),매우 그 다(7 )으로 표시하는 리커트 7 척도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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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계 

1)자료 수집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한 과학 조사가 효율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은 조사설계에 의해서 수집했다.

첫째,본 연구에서 모집단은 제주지역 사회 기업직원을 상으로 설정했다.

둘째,설문지 응답을 요구하기 이 에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종속변수에 한 사 스

크린(Screen)테스트를 실시했다.

셋째,설문조사 시 은 2011년 4월 14일부터 2011년 5월 2일(18일간)동안으로 연구자

가 직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총 201부를 배포했고 171부(85.5%).를 회수했다.

그 응답이 부실하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10부를 제외한 최종 유효표본 161부(80.5%)

를 확정해 실증분석에 사용했다.

2)분석 방법

실증연구의 통계 분석방법으로는 SPSS12.0 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했다.자료의

분석은 크게 조사 자료의 일반 특성 기 분석을 해 기술 총계분석인 빈도분석

을 실시했으며,조사항목의 내 일 성을 검증하기 해 크론바하(Cronbach)의 알 (α)

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빈도분석과 상 분석,다 회귀분석을 실행하 고,

추가 으로 인구 통계 특성에 따른 내부고객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해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조사방법으로 설문지법(Questionnaire)을 이용했으

며,제주특별자치도 사회 기업의 직원을 상으로 2011년 4월 14일부터 2011년 5월

2일까지 18일 동안 조사하 다.설문조사를 연구자가 직 기업체를 방문해 실행했으

며,응답자들은 설문지에 표시된 지시어를 바탕으로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기입

법(Self-AdministeredQuestionnaireSurveyMethod)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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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의 구  

본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는 설계를 해 문헌조사와 사 테스트(Pretest)를 거쳐 작성

하게 되었다.설문지 구성은 일반 사항을 포함하여 총 11개 항목으로 설정했다.

일반 특성 6개 문항,‘경 자 회사 특성’4문항, 략요인 7문항, 기업가정신

요인 13문항,‘조직 요인’10문항,‘사업환경 요인’5문항,‘사회 네트워크 요인’5문

항,‘내부고객만족’23문항,‘리 성과’3문항,‘공익 성과’7문항 등 총83문항으로 구

성했다. 표본의 일반 특성 경 자 회사특성 은 명목척도를 사용해 측정했다.

‘략요인’,‘기업가정신’,‘조직 요인’,‘사업환경 요인’,‘사회 네트워크 요인’,‘내부고

객만족’,‘리 성과’,‘공익 성과’에 한 문항은 <표 Ⅲ-1>에서 보듯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항목들에서 각각 우선 으로 도출했다.

도출된 각 문항은 그 지 않다 를 1 으로  매우 그 다 를 7 으로 표시하

는 리커트 7 척도를 이용해 측정 다.

<표 Ⅲ-1>설문지의 구성

구 분 문항 설문
문항 척도 출처

표본의 일반
특성 6 1～5,10 명목척도

경 자
회사 특성

4 6～9 명목척도

략요인 10 1～10
등간(Likert7 )

척도

Deanm(1986), Mauriece(2004), Moshe and
Lener(2007),SandbergandHofer(1987),호소우치
노부카다(2007),이 우(2008)

기업가 정신 13 1～13 등간(Likert7 )
척도

Amit et. al.(1993), Begley and Boyd(1985),
Timmons(1994), 정선희(2007), Guclu, Des and
Anderson(2002),Lerner(2007),이 우(2008)
Stuartand Abett(1990),Yuik(1990),Moshe and
Lerner(2007),Timmons(1994)

조직 요인 10 1～10
등간(Likert7 )

척도
Moshe and Lener(2006), Wheeler etal.(2003),
Varamaki(1996),한정화(2003),이 우(2008)

사업 환경
요인

5 1～5
등간(Likert7 )

척도

Sink(1996),양진 (2005),MosheandLener(2006),
Maurrice(2004),이인제(2006),한국자활후견기
회(2006),이 우(2008)

사회
네트워크 요인

5 6～10
등간(Likert7 )

척도
Porter(1995),MosheandLener(2006),Lerner(2007),
이 우(2008)

내부고객만족 23 1～23 등간(Likert7 )
척도

황정은(2010),Smith,KendallandHullin(1969),유병
주(1982),이태 (2009),

리 성과 3 1～3
등간(Likert7 )

척도
Baum etal.(2001),McGee,DowlingandMegginson
(1995),MerzandSauber(1995),이 우(2008)

공익 성과 7 4～10
등간(Likert7 )

척도
KanterandSummer(1987),MosheandLener(2006),
이 우(2008),Porter(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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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실증 분석

1. 표본의 구

설문지 응답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남성 53명(32.7%),여성 109명(67.3%)으로 표본이

이루어졌다.연령별 분포는 40 가 69명(4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 40명

(25.0%),50 22명(13.8%),20 19명(11.9%),60 이상 10명(6.3%)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로는 고졸이하가 76명(51.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 고 졸이상이 35명

(23.5%), 문 졸이 29명(19.5%) 학재학이 9명(6.0%)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경력은 1년 미만이 57명(35.4%)로 가장 많았으며 1-2년이 47명(29.2%),2-3년

이 25명(15.5%),3-4년이 14명(8.7%),4년 이상이 18명(11.2%)로 나타났다.

직 의 경우 표본의 부분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85명(53.8%)로 나타났다.

한 임시직의 비율도 37명(23.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소득의 경우에는 100만원-200만

원이 79명(4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이 76명(47.5%),200-300만원

은 4명(2.5%),300만원 이상은 1명(0.6%)로 표본의 부분은 소득이 은 것으로 악되

었다.회사 업종으로는 환경(청소)가 37명(23.0%)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32명(29.9%),사

회사업 31명(19.3%),기타 28명(17.4%),서비스업 21명(13.0%),보육 12명(7.5%)로 나타

났다.

회사의 형태는 사회복지법인이 51명(3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한회사 44명

(27.3%),기타19명(11.8%),사단법인 18명(11.2%), 농조합법인 16명(9.9%),주식회사 13

명 (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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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표본의 일반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53

109

32.7

67.3

연 령

20

30

40

50

60 이상

19

40

69

22

10

11.9

25.0

43.1

13.8

6.3

학 력

고졸이하

학재학

문 졸

졸이상

76

9

29

35

51.0

6.0

19.5

23.5

경 력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년 이상

57

47

25

14

18

35.4

29.2

15.5

8.7

11.2

직

임시직

직 원

과 장

장 이상

37

85

31

5

23.4

53.8

19.6

3.2

소 득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76

79

4

1

47.5

49.4

2.5

0.6

회사 업종

사회사업

보육

환경(청소)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31

12

37

32

21

28

19.3

7.5

23.0

19.9

13.0

17.4

회사 형태

주식회사

농조합법인

유한회사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

13

16

44

51

18

19

8.1

9.9

27.3

31.7

11.2

11.8

총 계 16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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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  및 타당  검증

본 연구에서는 복수 문항들로 측정한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서 척

도별로 탐색 요인분석 통계 기법을 이용해 척도순화를 수행했다.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검사법(Test-RetestMethod),복수양식법(Parallel-FormsTechnique),반분법

(Split-HalfMethod),내 일 성(InternalConsistencyMethod)등이 있는데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내 일 성에 의한 방법이다(채서일,2007).

내 일 성은 하나의 구조를 여러 항목으로 측정했을 때 항목들이 일 성 혹은 동질성

을 갖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내 일 성은 Cronbach의 alpha계수를 이용하여 항목들

간의 상 계로써 평가되는데,항목들 간의 상 계가 높을수록 내 일 성이 높다.

Cronbach의 alpha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6이상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그러나 0.6보다 작으면 내 일 성이 결여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이 경우

Ccronbach의 alpha계수의 크기를 해하는 항목들을 제거함으로써 체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이학식,임지훈,2007).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동일 개념을 측정하기 해서 크론바하 알 계수

(Cronbach'salpha)를 이용한 내 일 성 검증을 실시했다.

요인분석의 합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Kaiser(1970)의 표본 합성을 이용했는데,이

를 통해 변수들 내부의 상 계 정도를 살펴보았다.표본 합성이 0.8이상을 나타내면

상당히 좋으며,0.4미만의 값을 보이면 요인분석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값으로 간주하

고 있다.순화과정은 개별 측정척도들의 단일 차원성을 제로 하는 측정척도를 검토했

고,요인분석을 통하여 고유값이 1이상이 되는 변수를 악해,요인 재치가 0.4이상

복 재된 경우와 공통성(Communiality)이 0.4이하인 항목을 제거하여 신뢰성을 검토

했다. 한,이들 항목 크론바하 알 계수가 0.6이상이 되는 항목을 사용했다.

1)기업의 성공요인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

략요인에 한 요소는 측정된 40개의 항목을 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체

신뢰도 분석 후 2번의 요인분석을 반복 실행했다.그 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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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를 검증하는 KMO값이 .905,Bartlett의 단 행렬검증(TestofSphericity)값이

3721.292(sig=.000)으로 유의했다.이것은 변수들이 서로 독립 이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변수들 간의 상 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제 1요인은 “각종제도 규칙 차 문서화”,“부서간 조 문서화”,“종업원들 직무

에 한 문서화된 메뉴얼 제공”,“회사의 업무처리방식과 차 표 화”,“권한과 책임 명

문화”,“직무기술서에 정해진 표 에 따라 업무강조”,“지시사항의 공식 계통을 통한

달”,“수립된 계획,문서화 공식화 된 규칙과 차에 따른 업무강조”,“직무규정 명확

세분화”,“공식화된 규칙, 차,정책에 따른 업무강조”,“회사의 업무진행과정 체계 ,”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 으며 조직 요인 으로 명명했다.

제 2요인은 “ 표자 기업근무 경 리경험 유무”,“ 표자 우수한 비즈니스 역량 보

유”,“ 표자 업종의 기술과 경험 보유”,“ 표자의 업계,경쟁자에 한 지식”,“ 표자

의 직무에 한 헌신 자세”,“ 표자의 공익과 리에 한 균형감”,“ 표자의 문교

육기 공훈련 수료”,“ 표자의 조직 장악력”,“ 표자의 의지”,“ 표자의 지역사회

안정 개발 기여도”등 10개 항목으로 구성 으며 기업가 정신 으로 명명했다.

제 3요인은 “회사의 지역 융기 과 호의 계”,“회사 제품에 한 충성고객 존재”,

“회사의 서비스 상품의 복수유무”,“회사의 지역기업과 호의 계”,“회사의 정부/

지자체와 호의 계”등 5개 항목으로 구성 으며 “사회 네트워크”로 명명했다.

제 4요인은 “회사의 가능성 있는 수요와 로확보”,“일하고 있는 기업 업종 선택을

잘함”,“회사의 상품은 우수하고 시장경쟁력이 있음”,등 3개 항목으로 구성 으며 “ 략

요인”으로 명명했다.

제 5요인은 “회사는 기업에서 도움과 지원을 받음”,“회사의 주요고객이 정부와 지자

체로 구성”,“회사의 인맥,인 네트워크의 조력을 받음”등 3개 항목으로 구성 으며

“사업환경”으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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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성공요인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 결과

요 인 평균 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
계수

조직

요인

각종제도 규칙, 차 등이 문서화되어있다 5.02 .838 .805

7.904 .951

각 부서에 한 지시사항과 부서간의 조는반드시

문서로하고있다
4.80 .836 .793

종업원들에게 직무에 한 문서화된 상세한

작업지시서나 매뉴얼을 제공하고있다
5.00 .836 .761

회사의 업무처리 방식과 차는 표 화 되어있다 5.05 .814 .763

종업원들의권한과책임이분명하고구체 으로

명문화되있다
5.05 .798 .803

종업원들에게 직무기술서에정해진표 에따라일할

것을 강조한다
5.06 .782 .685

모든지시사항은공식 계통을통해 달토록강조한다. 5.13 .770 .699

종업원에게 수립된 계획과 문서화,공식화된 규칙과

차에따라업무를처리할것을 강조한다
5.23 .724 .712

회사의 직무규정이명확하고세분화되어있다 5.08 .719 .633

종업원들이 문서화되고 공식화된규칙, 차,정책에

따라 일할것을강조한다.
5.45 .680 .618

회사의 업무 진행과정이체계 이다 4.77 .673 .565

기업가

정신

표자는 기업근무 경 리 경험이 있다 5.58 .820 .777

7.330 .936

표자는 우수한 비즈니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5.53 .809 .748

표자는업종의기술과경험을보유하고 있다 5.58 .803 .719

표자는 업계,경쟁자에 한지식이많다 5.72 .785 .748

표자는 직무에 해 으로 헌신 자세를 가지고

있다.
5.83 .764 .772

표자는공익과 리에 한 균형감을가지고있다 5.68 .758 .765

표자는 문교육기 에서 공,훈련을 받았다 5.41 .700 .606

표자는 조직 장악력이 있다 5.47 .675 .525

표자는반드시해낸다는의지가강하다 5.79 .663 .709

표자는 지역사회의안정,개발에 기여하려 한다 5.55 .646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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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평균 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
계수

사회

네트

워크

회사는 지역 융기 과 호의 인 계를 갖고 있다 4.64 .749 .636

3.257 .832

회사의제품에 하여충성고객이 존재한다 4.87 .714 .665

회사에서제공하는서비스 상품이 복수이다 4.81 .648 .638

회사는 인근지역기업과 호의 인 계를 갖고 있다 4.83 .634 .601

회사는 정부/지자체와호의 인 계를 갖고있다 5.03 .566 .682

략

요인

회사는 가능성 있는 수요와 로를 확보하고 있다 4.95 .699 .723

2.345 .833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은 업종선택을잘해다 5.33 .675 .709

회사의 상품은 우수하며 시장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5.11 .573 .708

사업

환경

회사는 기업에서 도움과 지원을 받는다 3.63 .836 .733

2.234 .752회사는 주요고객이 정부와 지자체로구성되어있다 3.83 .803 .684

회사는 인맥,인 네트워크의 조력을 받고있다 4.34 .752 .800

KMO=.905, Chi-Square=3721.292, sig=.000, 총 분산설명력=69.906%

이 요인의 고유값은 각각 7.904,7.330,3.257,2.345,2.234이고 총 분산설명력이

69.906%로 나타났다. 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모두가 0.75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내 일 성이 확보 다고 말할 수 있다.

2)내부고객만족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

내부고객만족에 한 요소는 측정된 23개의 항목을 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체 신뢰도 분석 후 2번의 요인분석을 반복 실행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표

본 합도를 검증하는 KMO값이 .928,Bartlett의 단 행렬검증(TestofSphericity)값이

2369.707(sig=.00)으로 유의했다.이것은 변수들이 서로 독립 이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변수들 간의 상 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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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내부고객만족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 결과

요 인 평균 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
계수

직무만족

나의 직무에 많은흥미를가지고있다 5.19 .827 .780

10.178 .921

내 자신의 능력개발에많은도움을 다 5.16 .793 .796

수행하는 직무에 해 반 으로만족한다 5.09 .680 .721

회사의 일,미래성장가능성,장래성에만족한다 4.99 .669 .733

재의직장에서근무하는것에 만족한다 5.19 .620 .725

나의 직무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 5.33 .616 .775

보상만족

나의임 수 에 만족한다 4.50 .898 .853

2.057 .900
재의 월수입으로 입사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있다 4.55 .843 .789

임 을 결정하는방법에만족한다 4.56 .821 .812

나의 보수 수 이 다른 직원들과 비교했을때 공정하다 4.86 .761 .728

상사만족

직속상사는 직무수행에있어 나의 자율성을 인정해 다 5.05 .782 .802

1.173 .900
직속상사는내가 업무를 잘 수행할 때격려를해 다 5.27 .778 .843

직속상사는 나의의견이나 불만을 성의있게 받아들인다 5.16 .756 .766

직속상사는 일이잘 되도록 도움을 주고있다 5.23 .740 .794

직무

요도

직무는우리조직내에서 매우 요하다 4.97 .768 .735

1.050 .853

승진에 반 되는 근무평가가공정하다 4.71 .682 .737

타인이 나의 직무를 요하게 생각한다 5.15 .648 .694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과 업무재량권,
부서자율성이주어지고 있다

4.75 .596 .696

승진제도는 체계 으로 잘 되어있다 4.49 .591 .678

KMO=.928, Chi-Square=2369.707, sig=.000, 총 분산설명력=76.094%

제 1요인은 “직무에 흥미 가짐”,“자신의 능력개발에 많은 도움”,“수행 직무에 한

반 만족”,“회사의 장래성 만족”,“ 직장 근무에 한 만족”,“직무를 통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등 6개 항목으로 구성 으며 직무만족 으로 명명했다.

한 제 2요인은 “임 수 만족”,“월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임 결정방법 만족”,

“다른직원과 비교시 보수 수 공정”등 4개 항목으로 구성 으며 보수만족 으로 명명

했다.제 3요인은 “직속상사의 자율성 인정”,“직속상사의 격려”,“직속상사의 나에 한

태도”,“직속상사의 조”등 4개 항목으로 구성 다.

한 “상사만족”으로 명명했고,마지막으로 제 4요인은 “회사내 나의 직무의 요성”,

“근무평가 공정”,“타인이 본 나의 직무 요성”,“업무재량권,부서자율성 환경”,“승진제

도의 체계성”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직무 요도”로 명명했다.



- 52 -

이 요인의 고유값은 각각 10.178,2.057,1.173,1.050이고 분산설명력이 21.606%,

20.267%,17.129%,17.093%로 총 분산설명력이 76.094%로 나타났다. 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모두가 0.8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내 일 성이 확보 다고 말할 수 있다.

3)기업성과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

기업성과에 한 요소는 측정된 10개의 항목을 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체 신뢰

도 분석 후 2번의 요인분석을 반복 실행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표본 합도를

검증하는 KMO값이 .889,Bartlett의 단 행렬검증(TestofSphericity)값이 1036.316(sig=.00)

으로 유의했다.이것은 변수들이 서로 독립 이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변수들 간의

상 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제1요인은 “지역주민에게 환 ”,“회사근무 자부심”,“지역에 일자리제공”,“지역환경

보존에 기여”,“제품 서비스에 한 고객만족도 상승”,“회사의 이익을 공익 사업에

투자”,“사회의 안정화 기여”등 7개 항목으로 구성 으며 공익 성과 로 명명했다.

한 제2요인은 “경 자립도 향상”,“수익 목표 달성”,“지속 매출증가”등 3개

항목으로 구성 으며 리 성과 로 명명했다.이 요인의 고유값은 각각 5.918,1.218이

고 분산설명력이 41.944,29.417로 총 분산설명력이 71.361%로 나타났다. 한 신뢰도 계

수를 살펴보면 모두가 0.8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내 일 성이 확보 다고 말할 수 있다.

<표 Ⅳ-4>기업 성과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 결과

요 인 평균 재치 공통성
고유값
(분산%)

신뢰
계수

공익

성과

지역주민으로부터환 을받는다 5.29 .849 .739

5.918 .914

회사근무에 한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5.30 .835 .728

지역에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5.36 .799 .710

지역환경보존에기여한다 5.32 .785 .716

제품 서비스에 한고객만족도가 상승하 다 5.16 .677 .667

회사의 이익을 공익 사업에 투자한다 5.28 .664 .636

회사는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5.31 .647 .627

리

성과

경 자립도가 향상되고있다 4.77 .849 .818

1.218 .868수익 목표를달성하 다 4.59 .838 .745

지속 으로매출이증가하고있다 4.82 .828 .750

KMO=.889, Chi-Square=1036.310, sig=.000, 총 분산설명력=7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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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 의 검증

1)가설 1검증

가설 1.사회 기업의 성공요인은 내부고객 만족에 정(+)의 상 계가 있을 것 이다.

가설 1-1 략 요인은 내부고객 만족에 정(+)의 상 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사회 기업가 정신은 내부고객 만족에 정(+)의 상 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조직 요인은 내부고객 만족에 정(+)의 상 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사업 환경은 내부고객 만족에 정(+)의 상 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사회 네트워크는 내부고객 만족에 정(+)의 상 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은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 5개 요인과 내부고객만족 요인 4개 요인간의 상 계

를 살펴보았다.다음 <표 Ⅳ-5>는 기업의 성공요인과 내부고객만족간의 상 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표 Ⅳ-5>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성공요인인 사업환경 요인을 제외한

략요인,기업가정신,조직 요인,사회네트워크는 내부고객만족 요인인 직무만족,보상만

족,상사만족,직무 요도 에 해서는 모두 유의한 정(+)의 상 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환경 요인에 해서는 보상만족과 직무 요도에서만 약한 상 계를 나타내고 있었

으며 직무만족과 상사만족에서는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나머지 4개 요

인과 내부고객 만족 간에 있어서 상 계 계수가 부분 0.4이상이어서 비교 높은

상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특히 직무만족과 사업환경을 제외한 성공요인간의 상

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1은 부분 채택 되었다.

<표 Ⅳ-5>성공요인과 내부고객만족 상 계 분석

구 분 략요인 기업가정신 조직 요인 사업환경 사회네트워크

직무만족 .665** .661** .692** .151 .522**

보상만족 .408
**

.421
**

.481
**

.260
**

.367
**

상사만족 .570
**

.553
**

.519
**

.101 .495
**

직무 요도 .591
**

.583
**

.631
**

.242
**

.504
**

주)**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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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설 2검증

가설 2.사회 기업의 내부고객만족은 기업의 리 성과에 정(+)의 향에 미칠

것이다.

가설 2-1직무만족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보상만족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상사만족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직무 요도는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는 내부고객만족과 리 성과와의 향 계를 살펴보기 한 것이다.이를

해 제주지역 사회 기업 직원을 상으로 설문한 자료를 가지고 내부고객만족과 리

성과와의 계를 살펴보았으며,그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표 Ⅳ-6>내부고객 만족과 리 성과와의 향 계분석

요 인
비 표 화계수 표 화계수

t값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리

성과

(상수) 1.788 .413 4.334 .000
***

직무만족 .001 .128 .001 .006 .896 .323 3.099

보상만족 .141 .081 .147 1.732 .075
*

.643 1.556

상사만족 .024 .101 .024 .239 .781 .449 2.225

직무 요도 .439 .119 .412 3.677 .000
***

.369 2.709

F값=14.717, R
2=.273,수정된R

2=.254, 유의확률 0.00***

주)***p<0.01,*p<0.1

보상만족과 직무 요도는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고,회귀모형의 합성

한 각각 p<0.01,p<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R2)는 0.273을 보

여 체 설명력은 27.3%로 분석 다.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 계가 있다

고 할 수 있으며, 한 회귀모델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이라고 명 다고 말할 수 있

다.한편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VIF값은 모두 10보다 작아 회귀모

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 다.

이와 같이 보상만족과 직무 요도는 리 성과에 각각 (β=0.141)(β=0.439)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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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 채택 다.

3)가설 3검증

가설 3.사회 기업의 내부고객만족은 기업의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직무만족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보상만족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상사만족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직무 요도는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는 내부고객만족과 공익 성과와의 향 계를 살펴보기 한 것이다.이를

해 제주지역 사회 기업 직원을 상으로 설문한 자료를 가지고 내부고객만족과 공익

성과와의 계를 살펴보았으며,그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표 Ⅳ-7>내부고객 만족과 공익 성과와의 향 계분석

요 인

비 표 화계수 표 화계수

t값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공익

성과

(상수) 1.555 .275 5.663 .000
***

직무만족 .382 .085 .420 4.484 .000
***

.323 3.099

보상만족 .050 .054 .061 .914 .362 .643 1.556

상사만족 .129 .067 .154 1.934 .045
**

.449 2.225

직무 요도 .180 .079 .199 2.266 .025** .369 2.709

F값=48.995, R2=.555,수정된R2=.544, 유의확률 0.00
***

주)***p<0.01,**p<0.05

직무만족과 상사만족,직무 요도는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고,회귀모형의

합성 한 각각 p<0.01,p<0.05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R2)는 0.555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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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체 설명력은 55.5%로 분석 다.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 계가 있다

고 할 수 있으며, 한 회귀모델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이라고 명 다고 말할 수 있

다.한편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VIF값은 모두 10보다 작아 회귀모

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 다.

이와 같이 직무만족과 상사만족,직무 요도는 공익 성과에 각각 (β=0.382) (β

=0.129)(β=0.180)으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 채택 다.

4)가설 4검증

가설 4.사회 기업의 성공요인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략 요인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기업가 정신 요인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조직 요인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4.사업환경 요인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5.사회 네트워크 요인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는 기업의 성공요인과 리 성과와의 향 계를 살펴보기 한 것이다.이를

해 제주지역 사회 기업 직원을 상으로 설문한 자료를 가지고 기업의 성공요인과

리 성과와의 계를 살펴보았으며,그 결과는 <표 Ⅳ-8>와 같다.

<표 Ⅳ-8>기업의 성공요인과 리 성과와의 향 계분석

요 인
비 표 화계수 표 화계수

t값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리

성과

(상수) .242 .437 .554 .580

략요인 .022 .092 .021 .243 .808 .455 2.197

기업가정신 .137 .100 .114 1.365 .174 .501 1.996

조직 요인 .106 .088 .099 1.214 .227 .528 1.896

사업환경 .144 .057 .164 2.531 .012
**

.831 1.204

사회네트워크 .498 .097 .441 5.149 .000
***

.475 2.104

F값=26.090, R
2=.455,수정된R

2=.438, 유의확률 0.00
***

주)***p<0.01,**p<0.05



- 57 -

기업의 성공요인 사업 환경 요인과 사회네트워크 요인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고,회귀모형의 합성 한 각각 p<0.01,p<0.05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R2)는 0.455을 보

여 체 설명력은 45.5%로 분석 다.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 계가 있다

고 할 수 있으며, 한 회귀모델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이라고 명 다고 말할 수 있

다.한편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VIF값은 모두 10보다 작아 회귀모

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 다.

이와 같이 사업환경 요인과 사회네트워크 요인은 리 성과에 각각 (β=0.144)(β

=0.498)으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부분 채택 다.

5)가설 5검증

가설 5.사회 기업의 성공요인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5-1. 략 요인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5-2.기업가 정신 요인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5-3.조직 요인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5-4.사업환경 요인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5-5.사회 네트워크 요인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5는 기업의 성공요인과 공익 성과와의 향 계를 살펴보기 한 것이다.이를

해 제주지역 사회 기업 직원을 상으로 설문한 자료를 가지고 기업의 성공요인과

공익 성과와의 계를 살펴보았으며,그 결과는 <표 Ⅳ-9>과 같다.

기업의 성공요인 략요인과 기업가 정신,조직 요인,사회네트워크 요인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고,회귀모형의 합성 한 각각 p<0.05,p<0.01수 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R2)는 0.680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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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체 설명력은 68.0%로 분석 다.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 계가 있다

고 할 수 있으며, 한 회귀모델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이라고 명 다고 말할 수 있

다.한편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VIF값은 모두 10보다 작아 회귀모

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 다.

<표 Ⅳ-9>기업의 성공요인과 공익 성과와의 향 계분석

요 인
비 표 화계수 표 화계수

t값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공익

성과

(상수) .375 .285 1.316 .190

략요인 .121 .060 .135 2.008 .046
**

.455 2.197

기업가정신 .263 .065 .258 4.026 .000
***

.501 1.996

조직 요인 .188 .057 .205 3.285 .001*** .528 1.896

사업환경 .033 .037 .045 .897 .371 .831 1.204

사회네트워크 .352 .063 .367 5.581 .000
***

.475 2.104

F값=66.295, R
2=.680,수정된R

2=.670, 유의확률 0.00
***

주)**p<0.05,***p<0.01

이와 같이 략요인과 기업가정신,조직 요인,사회네트워크 요인은 공익 성과에

각각(β=0.121)(β=0.263)(β=0.188)(β=0.352)으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따라서 가설 5는 부분 채택 다.

4. 일반  분

1)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내부고객 만족 차이분석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내부고객만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하여 차이

분석을 실시하 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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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별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분석에서는 직무만족,보상만족,상사만족,직무 요도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남,녀 모두 만족도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성별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분석

구 분 평균 표 편차 t값 유의확률

직무만족
남 5.15 1.22

.220 .826
여 5.10 1.18

보상만족
남 4.66 1.49

.489 .625
여 4.54 1.24

상사만족
남 5.29 1.24

1.06 .289
여 5.08 1.30

직무 요도
남 5.04 1.18

1.58 .117
여 4.68 1.19

주1)***p<0.01

(2)연령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분석

연령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분석에서는 직무 요도에서만 유의수 p<0.01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살펴본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직무 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직무 요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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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연령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분석

구 분 평균 표 편차 F값 유의확률

직무만족

20 5.37 .922

1.24 .296

30 4.80 4.15

40 5.23 1.20

50 5.09 1.16

60 이상 5.40 1.59

보상만족

20 5.35 1.07

2.09 .084

30 4.35 1.25

40 4.60 1.33

50 4.37 1.36

60 이상 4.52 1.65

상사만족

20 5.60 1.22

1.23 .300

30 5.00 1.15

40 5.24 1.28

50 4.81 1.41

60 이상 5.27 1.37

직무 요도

20 5.25 .903

3.62 .007***
30 4.57 1.04

40 5.05 1.24

50 4.44 1.11

60 이상 4.04 1.28

주1)***p<0.01

(3)학력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분석

연령과 마찬가지로 학력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도 직무 요도에서만 유의수 p<0.05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살펴본 결과 학재학과 졸이상에

서 직무 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직무 요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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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학력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 분석

구 분 평균 표 편차 F값 유의확률

직무만족

고졸이하 5.05 1.19

1.838 .143
학재학 5.83 .754

문 졸 4.87 .831

졸이상 5.25 1.34

보상만족

고졸이하 4.52 1.31

.495 .686
학재학 4.63 1.72

문 졸 4.80 .838

졸이상 4.42 1.38

상사만족

고졸이하 5.04 1.23

2.493 .062
학재학 6.16 1.11

문 졸 4.94 .952

졸이상 5.27 1.54

직무 요도

고졸이하 4.59 1.17

3.814 .011
**학재학 5.51 .922

문 졸 4.66 .756

졸이상 5.22 1.30

주1)***p<0.01,**p<0.05

(4)경력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 분석

경력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분석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력에 따른 고객만족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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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경력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분석

구분 평균 표 편차 F값 유의확률

직무만족

1년미만 5.10 1.20

.890 .471

1-2년 4.97 1.28

2-3년 5.26 .901

3-4년 4.84 1.54

4년이상 5.49 .984

보상만족

1년미만 4.41 1.28

.692 .599

1-2년 4.59 1.35

2-3년 4.84 1.32

3-4년 4.44 1.42

4년이상 4.86 1.38

상사만족

1년미만 5.16 1.29

.872 .482

1-2년 4.96 1.42

2-3년 5.20 1.04

3-4년 5.00 1.63

4년이상 5.61 .875

직무 요도

1년미만 4.86 1.14

2.186 .073

1-2년 4.48 1.31

2-3년 4.66 .967

3-4년 4.81 1.44

4년이상 5.42 .932

주1)***p<0.01,**p<0.05

(5)직 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분석

직 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분석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직 에 따른 고객만족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표 Ⅳ-14>직 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분석

구분 평균 표 편차 t값 유의확률

직무만족
직원 5.05 1.03

-.704 .483
리 5.18 1.35

보상만족
직원 4.41 1.26

-1.66 .097
리 4.76 1.37

상사만족
직원 5.09 1.21

-.524 .601
리 5.20 1.37

직무 요도
직원 4.69 1.05

-1.19 .235
리 4.91 1.35

주1)***p<0.01,**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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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사의 특성에 따른 내부고객 만족도 차이분석

회사의 특성에 따른 내부고객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차이분석을 실시

하 고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회사 업종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분석

회사 업종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분석에서는 직무 요도에서만 유의수 p<0.01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살펴본 결과 환경(청소),기타 업종

의 종사원들이 직무 요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육,제조업,서비스업

의 경우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 직무 요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별다

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15>회사 업종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분석

구분 평균 표 편차 F값 유의확률

직무만족

사회사업 5.16 1.08

1.146 .399

보육 5.11 .732

환경(청소) 5.11 1.49

제조업 4.71 1.07

서비스업 5.25 1.13

기타 5.41 1.18

보상만족

사회사업 4.64 1.22

1.401 .227

보육 4.10 1.24

환경(청소) 4.87 1.45

제조업 4.23 1.10

서비스업 4.42 1.39

기타 4.83 1.44

상사만족

사회사업 5.42 1.12

2.815 .018

보육 4.41 1.16

환경(청소) 512 1.64

제조업 4.71 1.15

서비스업 5.15 1.25

기타 5.65 .878

직무 요도

사회사업 4.90 .813

3.488 .005
***

보육 3.83 .864

환경(청소) 5.02 1.39

제조업 4.59 1.09

서비스업 4.40 1.45

기타 5.23 1.02

주1)***p<0.01,**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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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사 형태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 분석

회사 형태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분석에서는 직무만족,상사만족,직무 요도에서

각각 유의수 p<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살펴본 결

과 주식회사,사단법인,기타형태의 업종의 직원들이 다른 형태에 비해 상 으로 직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상사만족의 경우에서도 주식회사와 사단법인 업종의 직

원들이 상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직무 요도에서는 주식회사 형태의 직원들

이 다른 형태의 직원들에 비해 직무 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보

상만족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6>회사 형태에 따른 내부고객만족 차이분석

구분 평균 표 편차 F값 유의확률

직무만족

주식회사 6.00 .630

3.006 .013
**

농조합법인 4.48 1.597

유한회사 5.01 1.136

사회복지법인 4.97 1.104

사단법인 5.26 1.361

기타형태 5.41 .894

보상만족

주식회사 4.71 1.364

1.101 .362

농조합법인 3.91 1.488

유한회사 4.75 1.311

사회복지법인 4.70 1.085

사단법인 4.55 1.570

기타형태 4.48 1.477

상사만족

주식회사 6.13 .826

2.546 .030**

농조합법인 5.09 1.307

유한회사 5.01 1.398

사회복지법인 4.88 1.163

사단법인 5.54 1.192

기타형태 5.02 1.358

직무 요도

주식회사 5.72 .750

2.583 .028**

농조합법인 4.55 1.415

유한회사 4.62 1.254

사회복지법인 4.77 1.047

사단법인 5.07 1.285

기타형태 4.41 1.147

주1)***p<0.01,**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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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기업의 성공요인과 내부고객 만족이 기업의 리 ,공익 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서 실증분석을 했다.

이를 하여 기업의 성공요인을 략요인,기업가정신,조직 요인,사업환경,사회네

트워크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들 성공요인이 내부고객만족과 어떠한 상 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고,내부고객만족이 기업의 리 ,공익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했다.그리고 기업의 성공요인이 기업의 리 ,공익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를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그 검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기업의 성공요인인 사업환경 요인을 제외한 략요인,기업가정신,조직 요인,

사회네트워크는 내부고객만족 요인인 직무만족,보상만족,상사만족,직무 요도 에 해

서는 모두 유의한 정(+)의 상 계를 가지고 있으며,사업환경 요인에 해서는 보상만

족과 직무 요도에서만 약한 상 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직무만족과 상사만족에서는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나머지 4개 요인과 내부고객 만족 간에 있어서

상 계 계수가 부분 0.4이상이어서 비교 높은 상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특

히 직무만족과 사업환경을 제외한 성공요인간의 상 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보상만족과 직무 요도는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고,회귀모형의

합성 한 각각 p<0.01,p<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R2)는 0.273을 보

여 체 설명력은 27.3%로 분석 다.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 계가 있다

고 할 수 있으며, 한 회귀모델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이라고 명 다고 말할 수 있

다.한편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VIF값은 모두 10보다 작아 회귀모

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 다.

이와 같이 보상만족과 직무 요도는 리 성과에 각각 (β=0.141)(β=0.439)으로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직무만족과 상사만족,직무 요도는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고,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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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합성 한 각각 p<0.01,p<0.05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R2)는 0.555을 보

여 체 설명력은 55.5%로 분석 다.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 계가 있다

고 할 수 있으며, 한 회귀모델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이라고 명 다고 말할 수 있

다.한편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VIF값은 모두 10보다 작아 회귀모

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 다.

이와 같이 직무만족과 상사만족,직무 요도는 공익 성과에 각각 (β=0.382) (β

=0.129)(β=0.180)으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기업의 성공요인 사업환경 요인과 사회네트워크 요인은 리 성과에 정(+)

의 향을 미치고,회귀모형의 합성 한 각각 p<0.01,p<0.05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R2)는 0.455을 보

여 체 설명력은 45.5%로 분석 다.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 계가 있다

고 할 수 있으며, 한 회귀모델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이라고 명 다고 말할 수 있

다.한편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VIF값은 모두 10보다 작아 회귀모

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 다.

이와 같이 사업환경 요인과 사회네트워크 요인은 리 성과에 각각 (β=0.144)(β

=0.498)으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기업의 성공요인 략요인과 기업가 정신,조직 요인,사회네트워크 요인

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고,회귀모형의 합성 한 각각 p<0.01,p<0.05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R2)는 0.680을 보

여 체 설명력은 68.0%로 분석 다.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 계가 있다

고 할 수 있으며, 한 회귀모델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이라고 명 다고 말할 수 있

다.한편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VIF값은 모두 10보다 작아 회귀모

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 다.

이와 같이 략요인과 기업가정신,조직 요인,사회네트워크 요인은 공익 성과에

각각(β=0.121)(β=0.263)(β=0.188)(β=0.352)으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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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연구가설 검증의 요약결과의 해석은 <표 Ⅳ-17>와 같다.

<표 Ⅳ-17>연구가설 검증의 요약결과

가 설 계 결과 요약결과의 해석

가설 1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

은 내부고객 만족에 정

(+)의 상 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1-1
략 요인은 내부고객만족에

정의 상 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략요인, 기업가정신,

조직 요인,사회네트

워크 요인은 고객 지향

성에 정(+)의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반면에 사업환경 요

인의 경우 직무만족과

상사만족에서는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설1-2
기업가정신은 내부고객만족에

정의 상 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1-3
조직 요인은 내부고객만족에

정의 상 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1-4
사업환경은 내부고객만족에

정의 상 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1-5

사회 네트워크는 내부고객

만족에 정의 상 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2

사회 기업의 내부고객

만족은 기업의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것이다.

가설2-1
직무만족은 리 성과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보상만족과 직무 요도

는 리 성과에 정(+)

의 향을 미치고,회귀

모형의 합성 한 각

각 p<0.01,p<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가설2-2
보상만족은 리 성과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3
상사만족은 리 성과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2-4
직무 요도는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사회 기업의 내부고객

만족은 기업의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것이다.

가설3-1
직무만족은 공익 성과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직무만족과 상사만족,

직무 요도는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고,회귀모형의

합성 한 각각 p<0.01,

p<0.05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3-2
보상만족은 공익 성과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3-3
상사만족은 공익 성과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4
직무 요도는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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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

은 리 성과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1
략 요인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기업의 성공요인 사

업환경 요인과 사회네

트워크 요인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고,회귀모형의

합성 한 각각 p<0.01,

p<0.05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4-2
기업가정신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4-3
조직 요인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4-4
사업환경은 리 성과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5

사회 네트워크는 리 성과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다.

채택

가설 5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

은 공익 성과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1
략 요인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기업의 성공요인

략요인과 기업가정신,

사회네트워크 요인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고,회귀모

형의 합성 한 각각

p<0.01,p<0.05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5-2
기업가정신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5-3
조직 요인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5-4
사업환경은 공익 성과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5-5

사회 네트워크는 공익 성과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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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

본 연구는 사회 기업의 이론 고찰과 국내‧외 사회 기업의 황,내부고객 만족

과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사회 기업의 성과 등 선행 연구을 통해 개념 정리 하 고

제주지역 사회 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해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과 내부고객만족

의 상 계와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과 내부고객만족이 제주 지역 사회 기업의 성

과에 향을 미치는 계를 규명하 다.

첫째,제주지역 사회 기업의 내부고객은 내부고객만족에 정(+)의 상 계를 향을

주는 성공요인을 략요인,기업가 정신,조직 요인,사회 네트워크 요인으로 선택되

었지만,사업 환경요인은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제주지역 사회 기업 내부고객은 내부고객만족 보상만족과 직무 요도가

리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어 제주지역 사회 기업에는 보상만

족과 직무 요도가 내부고객만족 에 리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

다.

셋째,내부고객만족에 직무만족,상사만족,직무 요도가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어 제주지역 사회 기업의 공익 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내부

고객의 직무만족과 상사만족,직무 요도를 높이기 한 교육 로그램들을 용하면 공

익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제주지역 사회 기업에 사회 기업 성공요인 사업환경 요인과 사회네트워

크 요인의 리 성과에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다.이는 지방정

부나 기업에서는 사업환경과 사회네트워크를 향상에 체계족인 정책 지원에 집 하여

기업의 리 성과를 내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사회 기업의 공익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략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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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업가 정신,사회네트워크 요인이 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이는 리 성

과보다 더욱 략 요인과 사회 기업가 정신,사회네트워크 등의 요인들을 더욱 활용

해야 만의 공익 성과를 얻는다는 결과이므로 두 가지 성과를 거두기 해서는 기업과

지방정부에 계속 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인구 통계 특성에 따른 내부고객만족도 차이에서 연령이 낮고,학력이 높을

수록 직무 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환경(청소)업과 기타업종에 내부고객의 직무

요도를 높게 인지하 으며,주식회사와 사단법인의 회사 형태가 직무만족,상사만족,

직무 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주사회는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의 비율이 높고, 출산과 고 인력의 유출 등

제주지역만의 안고 있는 문제와 장애인,빈곤층,아동과 청소년 등 사회부 응 계층들에

수용 문제 등을 해결 할 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제주지역에 산업은 1차,3차

산업에 집 되어 있는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고용과 사회 기업의 설립의 한계

가 있고,다른지역에 비해 창의 창업과 시장에 한 정보, 업 문인력 등 인 자원의

확보와 내부고객만족이 지속 인 사회 기업의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 측면과 기업 측면의 시사 을 제공한다.

우선 정책 측면의 시사 은 첫째,제주지역 사회 기업 내부고객들의 보상만족과

직무만족,상사만족,직무 요도들의 만족할 때 제주지역 사회 기업의 리 /공익

성과에 좋은 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부고객만족을 해 최

임 제 상향 조정과 직무형태를 악 후 직무에 맞는 시스템과 향을 리하고 내부고

객 교육 평가 후 등 을 나눠 차등 산 지원을 하는 사회 기업 담 부서 설치가 필

요하다.

둘째,사업환경과 사회네트워크가 사회 기업의 리 성과에 향을 다는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 인 사회 기업활동을 해 사회 기업의 3년 지원 정책

에서 기업 내,내부고객 지원 로그램 개발 의무화 방안 사회네트워크 형성 지원 정

책 등 제주 사회 기업 내부고객 지원 로그램을 필수 으로 용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 보완의 필요하다.

셋째,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 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분석에 따라,제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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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회 기업의 창업가와 내부고객들의 될 학생들에게 사회 기업에 심도를 높이

고 사회 기업 참여를 높이기 해,사회 기업 련 학과목 개설과 사회 기업 창

업 동아리 사활동 연계를 통해 사회 기업 인지도를 높여 앞으로 제주 지역 사회

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측면의 시사 으로는 첫째,사회 기업가 정신과 조직 요인의 사회 기업

의 내부고객만족에 향을 다는 분석 결과로 사회 기업 창업을 비하는 기업가들을

심으로 교육지원 인턴십 연계 로그램 개발로 사회 기업의 친 함을 높여 사회

기업가 정신과 조직 황들을 직 체험할 수 있는 인재육성 로그램의 필요하다.

둘째,주식회사와 사단법인이 직무만족,상사만족,직무 요도가 높게 나타난 분석에

따라 회사 형태에 의해 내부고객 만족의 향에 미치므로,사회 기업 창업 시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셋째,제주만에 지역 착형 사회 기업으로 성장하기 해서는 사회 기업가의 발

방향과 내부고객만족도가 향상 시킬 수 있는 경 마인드가 요하고,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를 극복하는 창의 인 사회 기업가 마인드를 해 사회 기업 문경

자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 제주지역 사회 기업의 지속 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시사 을 제시하

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제주지역의 사회 기업과 내부고객만을 상으로 연구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에는 한계가 있었다.제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타 지방 사회 기업을 비교 분석을

통한 제주 지역 사회 기업 연구가 이 진다면 보다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둘째,제주지역에 사회 기업의 용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 사회 기업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사회 기업 특성상 종사원 인력 구성이 고령인력과 장애인( 증)이 많아 설문

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세부 인 설명과 제주 지역 사회 기업의 황들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 다.보다 나은 결과를 해서는 계속 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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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사회 기업은 효과 인 조직 리와 시장경쟁력을 갖는 경 근이 부족

하다.이로 인해 재정 자립과 효과 인 조직 리를 통해 시장경쟁력 제고에 한 연구

가 필요하고, 한 지역에서 벗어나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기 해 경쟁력이 있는 아

이템 발굴 로그램과 문경 인력육성 로그램 도입에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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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는 제주 학교 경 학원에서 경 학을 공하는 석사과정 학생으로

사회 기업의 성공요인과 내부고객만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논문을 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 은 제주 지역에 있는 사회 기업의 황과 내부고객

만족,그에 따른 기업 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2007년도에 도입된

사회 기업 제도가 제주 지역에 얼마나 용되며 활성화 되는지를 조사하

여 제주 지역 사회 기업 발 에 기여하기 함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오직 연구목 으로만 사용되며,모든 것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한 이 설문지는 정답이 없으므로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설문 문항에 하여 평소 귀하의 생각에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하시

면 됩니다.한 문항도 빠짐없이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귀 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4월

지도교수 :제주 학교 경 학과 김형길 교수

연 구 자 :제주 학교 경 학원 경 학과 석사과정 강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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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각 문항에 한 답이라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다음은 우리회사의상황 요인에 한 내용입니다.

문 항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1 2 3 4 5 6 7

1.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은 업종 선택을 잘했다.

2.회사의 상품(서비스)은 우수하며,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3.회사는 가능성 있는 수요와 로를 확보하고

있다.

4.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이 복수이다.

5.회사의 제품(서비스)에 하여 충성고객이 존재

한다.

6.회사의 업무 진행과정이 체계 이다.

7.업종을 선택할 때,사회 기업의 이해와 조사가

충분하 다.

2.다음은 귀 회사 표자(경 자)의 사회 기업가 정신과 경 역량에 한

내용입니다.

문 항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1 2 3 4 5 6 7

1.회사의 표자(경 자)는 새로운 시도나 시장에

심이 많다.

2.회사의 표자(경 자)는 ‘반드시 해낸다’는 의지가

강하다.

3.회사의 표자(경 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험이 따르더라도 추진한다.

4.회사의 표자(경 자)는 지역사회의 안정,개발에

기여하려한다.

5.회사의 표자(경 자)는 공익과 리에 한 균형

감을 가지고 있다.

6.회사의 표자(경 자)는 직무에 해 으로 헌

신 자세를 가지고 있다.

7.회사의 표자(경 자)는 기업근무 경 리 경

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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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1 2 3 4 5 6 7

8.회사의 표자(경 자)는 업종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9.회사의 표자(경 자)는 우수한 비즈니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10.회사의 표자(경 자)는 문교육기 에서 공,

훈련을 받았다.

11.회사의 표자(경 자)는 조직 장악력이 있다.

12.회사의 표자(경 자)는 업계,경쟁자에 한 지식

이 많다.

13.회사의 표자(경 자)는 사업기회 포착에 강하다.

3.다음은 귀 회사의 조직 구조에 한 내용입니다.

문 항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1 2 3 4 5 6 7

1.회사는 종업원들이 문서화 되고,공식화된 규칙,

차,정책에 따라 일을 할 것을 강조한다.

2.회사의 직무규정이 명확하고 세분화 되어있다.

3.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직무에 한 문서화된 상세한

작업지시서나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있다.

4.회사 종업원들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고 구체 으로

명문화 되어있다.

5.회사의 업무처리 방식과 차는 표 화 되어 있다.

6.모든 지시사항은 공식 인 계통을 통해 달하도록

강조되고 있다.

7.회사는 종업원에게 수립된 계획과 문서화,공식화된

규칙과 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할 것을 강조한다.

8.회사는 각종제도 규칙, 차 등이 잘 문서화 되어

있다.

9.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직무 기술서에 정해진 표 에

따라 일 할 것을 강조한다.

10.회사는 각 부서에 한 지시사항과 부서간의 조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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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음은 귀 회사의 사업환경과 사회 네트워크에 한 내용입니다.

문 항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1 2 3 4 5 6 7

1.우리 회사는 기술변화의 가변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2.우리 회사는 산업의 경쟁환경이 치열하다고 생각한다.

3.우리 회사는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

4.우리 회사는 주요고객이 정부와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다.

5.우리 회사는 기업에서 도움과 지원을 받는다.

6.우리 회사는 인맥·인 네트워크의 조력을 받고 있다.

7.우리 회사는 지역주민의 설득,계몽이 필요하다.

8.우리 회사는 인근지역기업과 호의 인 계를 갖고
있다.

9.우리 회사는 정부/지자체와 호의 인 계를 갖고 있다.

10.우리 회사는 지역 융기 과 호의 인 계를 갖고
있다.

5.다음은 고객 만족에 한 내용입니다.

문 항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1 2 3 4 5 6 7

1.나는 내가 수행하는 직무에 해 반 으로 만족한다.

2.나의 직무는 내 자신의 능력개발에 많은 도움을 다.

3.나는 타인이 나의 직무를 요하게 생각한다고 본다.

4.나는 나의 직무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
나간다.

5.나는 재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에 만족한다.

6.나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 등 근무여건에 만족한다.

7.나의 능력이나 성과를 볼 때 승진이 만족스럽게 이루어
지고 있는 편이다.

8.나는 나의 직무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9.나는 우리회사의 일의 내용,미래성장 가능성,장래성에
해 만족한다.

10.우리 회사에서는 자신이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여건
과 업무 재량권,부서자율성이 주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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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 다

1 2 3 4 5 6 7

11.나의 직무는 우리 조직 내에서 매우 요하다.

12.우리 회사는 승진에 반 되는 근무평가가 공정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3.나는 함께 일하는 동료와 우호 인 계를 유지하고
있다.

14.나의 직속상사는 일이 잘 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15.나의 직속상사는 나의 의견이나 불만을 성의 있게 받
아들인다.

16.나의 직속상사는 내가 업무를 잘 수행할 때 격려를 해
다.

17.나의 직속상사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나의 자율성을 인
정해 다.

18.우리 회사의 승진제도는 체계 으로 잘되어 있다.

19.우리 회사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가 잘 되어있다고 생
각한다.

20.나는 임 (본 ,보 스,수당)을 결정 방법에 해 만족
한다.

21.나는 재의 월수입으로 입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22. 재 나의 보수 수 이 다른 직원들과 비교 했을 때
공정하다.

23. 재 나의 임 (본 ,보 스,수당)수 에 만족한다.

6.다음은 귀 회사의 성과에 한 내용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우리 회사는 지속 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2.우리 회사의 경 자립도가 향상 되고 있다.

3.우리 회사는 수익 목표를 달성하 다.

4.우리 회사는 제품 서비스에 한 고객 만족
도가 상승하 다.

5.우리 회사는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6.우리 회사는 지역주민으로부터 환 을 받는다.

7.우리 회사는 근무에 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8.우리 회사는 지역 환경 보존에 기여한다.

9.우리 회사는 이익을 공익 사업에 투자한다.

10.우리 회사는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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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 인 사항입니다.

해당 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귀하의 연령은 ? ① 20 ② 30 ③ 40 ④ 50 ⑤ 60세 이상

3.귀하의 최종 학력은 ? ① 고졸이하 ② 학교 재학 ③ 문 졸 ④ 졸이상

4.귀하의 회사에 근무 연한은 ?

① 1년 미만 ② 1-2년 미만 ③ 2-3년 미만 ④ 3-4년 미만 ⑤ 4-5년미만 ⑥ 5년 이상

5.귀하의 직 은 ?

①직원 ② 리 ③과장 ④ 장 ⑤실장 ⑥상무 ⑦부사장 ⑧사장 ⑨기타(임시직)

6.귀 회사의 최고 경 자의 학력은 ?

① 고졸이하 ② 문 졸 ③ 졸 ④ 학원졸

7.귀 회사의 최고 경 자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8.귀 회사의 업종은 ?

① 사회사업 ② 보육 ③ 환경(청소용역) ④ 매업 ⑤ 제조업 ⑥ 서비스업

⑦ 의료 ⑧ 재활용 ⑨ 교육 ⑩ 토산품 ⑪ ⑫ 기타

9.귀 회사의 형태는 ?

① 주식회사 ② 농조합법인 ③ 유한회사 ④ 사회복지법인 ⑤ 사단법인

⑥ 학술단체 ⑦ 사회 사단체 ⑧ 자활단체 ⑨ 자선단체 ⑩ 기타 형태

10.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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