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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전 세계는 부의 양극화와 고령화， 지역적 블균형 등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 

자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내이서는 2003년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을 시도하였으나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출 

발은 민간의 시민 단쳬 및 연구자들에서 출발하였지만 이후 주도적인 추진과정은 정부 

에서 맡아 매우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양적인 확장이 과제의 하나로 설정되었다（박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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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이로 인해 한국의 사회적 기업들은 영리적 성과에만 초점을 두고 기업을 운영하 

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영리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 

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2).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영리성’과 ‘공익성를 갖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타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보조 

금이나 지원금이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을 통한 사업의 경챙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볼 때 기업이 보다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성과를 내기 위한 

요인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윤종덕（2010）에서은 창업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적 요구를 분석한 결과 창업기 

업의 성공 결정 요인으로 시장성， 기술성， 경제성， 정부정책， 경영능력으로 분석 하였고， 

Timmons(2003）에서는 창업기회， 창조적 자원， 창업가적인 팀의 역할， 창업주도자 등을 

성공요인으로 정의하였다． 이 처럼 일반 기업은 기업의 형태나 제품의 특징에 따라 성공 

요인들의 변수들의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기업은 조직적， 전략적， 경영역량， 사회적 기 

업가 정신요인， 사업환경요인， 사회적 네트워크 등으로 성공요인을 정의 하였다（문형 

C1-긔2010), 또한， 이광우（2008）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으로 전략적요안， 사회적 기 

업가 정신， 경영 역량， 조직 구조， 사업 환경， 사회적 네트워크， 이렇게 6가지 요인의 성 

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의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7년 9월 이후 시행 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 사회적 

기업 육성에 힘쩌 왔지만， 지원이 끝나고 나서도 자립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극소수 

여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기업 성공요인분석이 필요하다． 

그동안 영리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였다． 또한 경영 성과를 내부 요인들로 연계한 연구들은 부족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기업성과에 관련된 선행 연 1들은 대부분 외부고객과의 관련성만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줘 왔는데， 사회적 기업의 내부고객만족이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영향 관계의 규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 성공요인으로 내부고객만족의 중요성을 사회적 기 

업이 지속적 성장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기업의 이론 

적 고찰과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 내부고객 만족의 구성요인을 이론적으뢰고찰 하고， 

들째，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요인 타당성을 검증하며，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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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부고객만족애 미치는 상관관계，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과 영리적， 공익적 성과의 

관계를 검증하고， 셋깨 내부고객만족이 영리적， 공익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넷째， 제주지역 사회적 기업의 효율적인 내부고객 만족도를 항상 시키 

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기업 

2.1.1. 사회적 기업의 정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 

의가 “존재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으로 인식되면서 비영리기업 

(non-profit enterprise), 지역사회 벤처（community wealth venture), 사화적 목적기업 

臼ocial purpose enterprise)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영국의 Social 

Enterprise London(1999）은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목적을 갖는 사업의 형태”라고 정 

의하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 성장의 한부분이라고 보았다． 반면， 영국정부는 “사 

회적 기업은 주주나 사업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비즈니스를 하기 보다는 사회의 목적 

을 우선시하는 기업으로 이 목적에 따라 기업의 생산물이 원칙적으로 비즈니스나 지역 

에 개투자 된다”는 사회 공헌적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 2002). 

일반 학자들의 정의로는 Campbell(1999）은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복적을 갖는 사업 

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활 

동을 통해 이윤을 사회적으로 보편화하고자 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했다． 국내 학자들의 

정의로는 “사회 공동쳬의 건전한 공동발전을 위해 나눔 운동을 추구하는 비영리기업이 

나， 창의적 시장원리에 의해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를 위해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 

업 모두를 총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권영준， 2008). 또한， 사회적 목적인 공익과 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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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목적인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으로 이해 되서 흔히 “공익을 위한 민간기업씩 

“영리목적의 사회사업” 이라는 등으로 불리고 있다（이윤제， 2010). 

2.1.2. 사회적 기업의 특징 

사회적 기업은 제3섹터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사화적 경제（특히 협동조합）의 요소 

와 비영리 조직의 요소를 결합한 것으로 함축되지만， 이는 사회적 경제나 비영리부문이 

단순히 새로 발전한 것 이상의 실쳬라고 볼 수 있다（김성수， 2005).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첫 번째로 사회적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일석이조（－石

ㅍ鳥）이다． 이러한 특칭은 기업적인 생산성과 수지타산을 신경 써야하는 동시에 사화적 

시설인력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효과적 이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양 

립된 책임을 갖고 있다（정선희， 2008). 

둘째로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다른 유사조직과 구분하는 요소들로써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나 비영리조직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기업가정신’이 발현되는 실졔기업으로 

씨 ‘사회적’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전병유， 정인수， 2003). 

2.2.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 

국내에서는 사회적 기업 성공요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들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더블에 학술지등에 포괄적이거나 단편적인 의미 

에 기고는 눈에 띠고 있다． 

정선희（2007）는 첫째， 사회적 기업 창업자의 리더십을 들고 있다． 설립초기 창업자의 

창업정신과 리더십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명확한 목표의식이다． 사회적 기업은 

‘비즈니스 수익성’과 ‘사회적 임무’라는 두 가지 목표가 공존하고 있어 균형 있는 경영으 

로 지속적 수익창출이 중요하다． 셋째， 충분한 시장조사와 자산평가， 사회적 기업이라도 

시장에서는 예외가 없다． 따라서 시장의 요구에 충족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명확한 책임라인 시스템구성 기업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경챙력이다． 사회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과 사회적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매니저의 역할분화와 전문성과 책임운 

영이 중요하다． 넷째， 내부 기술 인력과 외부 전문가의 결합의 중요성을 들고 있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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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사회적 기업에 시사 하는바가 있으나 이는 본격적인 실증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한 사회적 기업의 보편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이광우（2008）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으로 전략적 요인， 사회적 기업가정인 요인， 

경영역량， 조직적 요인， 사업 환경적 요인， 사회적 네트워크요인． 이 6개의 요인들의 기 

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 까 되었다． 

2.2.1. 전략적 요인 

수익사업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비영리 

단쳬나 시민단쳬의 지도자에 견줘 사화적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조직의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다． 비영리단체들도 자쳬 수익사업을 벌이지만 가장 부족한 것이 돈을 버는 

기술인 것만은 분명하다． 

사회적기업의 수익사업은 영리를 좇으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회적 소명을 지속 

가능하게 수행하기 위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일종의 사회적 경영전략 

인 셈이다． 수익사업은 비영리조직이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을 조달하기 위 

한 목적으로 벌이는 영리활동을 말한다． 투자한 것보다 이윤을 더 내야 하는 영리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2.2.2. 사회적 기업가 정신 요인 

기업가란 기업을 지배， 운영하는 경영자를 말한다． 즉， 기업가는 스스로 출자하고 동시 

에 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규정한다． 경영학적 의미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기업가를 

경영자형 기업가라고 지칭하지만 오늘날에는 기업을 지배하고 운영하는 기능적인 측면 

을 중시하여 기업을 지배하는 능력과 경영하는 능력을 동시에 가지는 창조적 리더십을 

가진 자를 기업가로 정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가는 기업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기업 

의 경영자와 관련된 제반 요인을 말한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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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하는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Cooper and Gascon, 1992). 

기업가정신은 경영이념의 의미로 기업가의 본래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달성，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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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가짐이다． 출자를 담당하는 기능， 경영혁신을 통한 창조정신， 리더십을 발휘한 도전 

정신과 할 수 있다는 신념의 정신， 스ㅅ로 위험을 극복하는 도천과 개척정신 등이 대표 

적 이 다． 

Peredo and Mclean(2006）는 사회적 기업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가는 우 

선 균형적인 판단을 보여주고 븍잡한 국면에서 목표와 행동의 일관성 있는 조화를 이루 

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 사회적 기업은 뛰어난 방법으로 기회인식과 그들이 제공하고 

자 하는 사회적 가치에 잘 활용하며， 셋째로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경챙의 장에서 상 

업적 기업가들에 나타나는 위험감수， 혁산성 및 적극성 참여 와지가 있어야 한다고 정리 

하고 있다． 

2.2.3. 조직적 요인 

김종휘（2009）에서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노리단’를 통해 조직적 요인이 사회적 기 

업의 성공요인에 큰 영항을 준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다． 

주）노리단는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과적 협동 

을 이끌어 내는 것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에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성공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결과 Moshe and Lerner(2006）와 Wheeler(2003）는 

경영자와 구성원과의 비전이나 창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용이성 등이 매우 중요한 것 

으로 나타나 있다． 

2.2.4. 사업 환경적 요인 

Porter(1985）는 산업 환경의 특성을 산업 내 강쟁관계， 공급자와의 관계， 수요자와의 

관계， 대쳬제의 위험 및 잠개적 ＜긔구진입자라는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산업 환경의 속성은 늘 변화한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일정한 상황에 머무르지 않는다 

는 동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변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업종이나 상품에 따라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과 주기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 

다(Covin and Sleven, 1991). 

Roure and Madique(1987）은 사업 내 경챙에 대하여 어떤 상품의 목표 시장이 점유 

율과 구매자 집중도가 높고 산업 내 경쟁강도가 낮을 때 기업의 성과가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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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berg and Hofer(1987）는 산업마다 서로 다른 산업구조와 시장의 안정성， 진입장벽 

의 정도차이 등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특성 산업의 제품 간 이질성이 높을 

수록 성공적이고 산업성장률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높은 걋으로 실증적인 입증을 했다． 

2.2.5. 사회적 네트워크 

Moshe and Lerner(2006）의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은 열악한 사업 환경의 극복을 위 

해 사회인식의 확대와 사업추진에 협력적 관계형성을 위해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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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네트워크 란 자원과 전문지식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아 

직은 불확실한 미래의 사업에 자본과 노동력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실제로 기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통합된 사회적 자본은 그 자쳬로 사회적 기업의 중 

요한 자본이 된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과 기관과의 호의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화적 기업을 성장시 

키거나 영위하여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연 工결과 성공한 사회적 기업은 모두 

이와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2.3. 내부 고객 만족 

2.3.1. 내부고객 만족의 개념 

내부고객 만족이 고객 만족의 출발점이 된다． 불만족한 종업원은 고객에게 좋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기부여이론에 의하면 종업원 

을 내부 고객으로 대우하고 만족시켜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최종고객인 소비자를 만족 

시키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있다（Berry and Parasuraman, 1991). 내부 고 

객만족이 낮은 기업들은 최종소비자들의 만족도 또한 낮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이를 반증해 주는 걋이다（정준， 1992). 

내부고객만족은 대개 직무만족이라는 개념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Heskett, James L., Jones(1994）등의 연구에 의하면， 내부 고객만족은 직무만족과 유사 

7 



8 産經論集 第30輯 

하지만 직무만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칙무만족 

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게 되먼 직무만족은 내부고객만족의 거의 대부분이 

요인으로 포함하게 되며， 내부고객만족은 ‘내부고객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다． 

2.3.2. 내부고객 만족의 구성요인 

일반적으로 내부고객 만족을 구성하는 요인도 학자마다 그 시각에 따라 차ㅇl가 있다． 

Herzberg(1966）는 내부고객만족의 요인은 위생요인과 구분되는 동기요인으로 구분하 

고， 내부고객만족 요인으로는 칙무수행 그 자쳬（일 그 자체의 관심， 업무）, 안정감， 성취 

감， 책임감， 승진 등을 제시하였다． Organ과 Hamner(1982）는 직무만족도가 높게 작용 

하는 요인으로 높은 보수， 직무에 자율성， 직무로부터 내재하는 강한 보상을 들고 있으 

며， Locke(1976）는 직무자제， 임금， 승진， 인정， 복리후생（연금， 유급 휴가 등）, 작업환 

경， 감독， 동료， 회사 경영방침으로 과거 조사자들이 연구한 칙무차원을 정리하고 있다 

(Locke, E. A., 1973). 또한 Porter와 Steers(1973）는 내부고객만족 요인들을 조직전체 

요인， 작업 환경 요인， 직무내용 요인， 개인 요인 등으로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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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lmer( 1966）는 직무만족 요인으로 안정， 승진， 임금， 직무의 본질적인 측면， 감독， 직무 

의 사회적 측면， 의사소통， 작업환경， 복리후생으로 분류하고 있다． 

꼬． 연구방법 

3.1.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3.1.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 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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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호긔즈겸 7『 멉으』 
성곰＝묘 욘1 

7' 업 성고 

〈그림 1> 연구 모형 

3.1.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 가살을 설정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영향요인인 제도효과성， 성장필요성， 운영애로성 등이 종사자만족 

도에 영향을 미챤다고 정의했다（이태영， 2009). 송연숙（2008）에서는 보상시스템， 경영층 

지원 그리고 교육훈련이 내부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광우 

(2008）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으로 전략적요인， 사회적 기업가 정신， 경영 역량， 

조직 구조， 사업 환경， 사회적 네트워크， 이렇게 6가지 요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요인들의 내부고객 만족에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정 

하여 가설1을 설정하였다． 

가샬 1.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은 내부고객 만족에 정（+）의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영리적 정과는 기업으로서의 가져야하는 본질적인 성과로 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금전적인 성과와 경영자립정도로 정의한다（이광우， 2008). 사화적 기업의 수익성과 

는 사회적 기업이 기업활동 추구를 통해서 발생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이용 

하먼서 얻게 되는 것으로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효과이다（김기현，2011). 또한， 권오경 

(2007）에서는 경챙의 높은 기업 일수록 고객만족은 수익과 이익에 유의한 정（+）의 효과 

를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내부고객만족의 기업의 영리적 성과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여 가살2을 살정하였다． 

가살 2. 사회적 기업의 내부고객만족은 기업의 영리적 성과에 정（+）의 영향에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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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적 성과는 사회적 기업이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하는 사명감과 봉사정신 그리 

고 부가가치와 사회공헌으로 정의하였다（이광우， 2008). 사회서비스 제공정도와 고용창 

출 정도가 사회적 기업의 성과 측정 변수이다（김기현， 2011). 또한， 황정은（2010）에서 

사회적 기업가의 의식이나 태도가 근로자들의 직무만족으로 연결되어 결국， 업무 이해도 

와 몰입도를 높이고， 성과를 위한 노력으로 변화되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주는 

자산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사회적 기업의 내부고객만족의 기 

업의 공익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여 가설3을 설정하였다． 

가살 3. 사회적 기업의 내부고객만족은 기업의 공익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걋이다． 

(4) 문형인（2010）에서는 조직적， 전략적， 경영역량， 사회적 기업가 정신요인， 사업환경 

요인， 사회적 네트워크 요인이 영리적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고，, 이광우（2008) 

에서는 전략적요인， 사회적 기업가정신， 경영 역량， 사업 환경 요인들의 영리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을 토대로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 

인의 영리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여 가설4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은 영리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김기현（2011）에서는 사회서비스제공， 고용창출 정도가 사회적 기업의 공익적 성과 

로 정의하였고， 이광우（2008）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 사회적 네트워크 요인들의 공 

익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을 토대로 사회적 기 

업의 성공요인의 공익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여 가설5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은 공익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2.1.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 

문형인（2010）에서 조직적， 전략적， 경영역량， 사회적 기업가 정신요인， 사업환경 요인， 

사회적 네트워크 요인를 사회적 기업의 성공 요인으로 정의 하였고， 이광우（2008）에서 

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으로 전략적요인은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수립하여 추구하고 있는 경영쟌략이라 정의하고， 사회적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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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정신과 강한 의지， 추진력，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기업 

가로서 갖추어야할 사회적 공헌이나 헌신정도로 사회적 활동에서 기업가로서 동기를 부 

여해주는 동인과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경영 역량은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 기업으로서 완전한 강챙 

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전문적인 경영능력이나 지 

식 또는 사업기회의 포착능력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조직 구조는 경영자나 창업자 

와의 용이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구조적 특성을 유지하며， 또한 구성인적자원이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취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종업원의 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업문화라 정의하였다． 

사업 환경은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산업환경의 가변성이나 경챙강도와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주어야 하는 지원환경이라 정의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기업의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인 인식을 확대시키거나 사업추친에 협력적 

관계의 형성을 위해 인적·사회적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학연， 지연， 사회적 친분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는 것이며 또한 지악사회의 산업클러스와 연갈된 호의적인 관계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적용하여 성공요인을 “ 전략적요인， 사회적 기업가 

정신， 조직적 요인， 사업 환경， 사회적 네트워크”로 정의했다． 이러한 성공요인을 측정하 

기 위하여， 총 40개의 측정 변수를 사용했고， 측정 항목은 전혀 뵤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7점）으로 표시하는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했다． 

3.2.2. 내부고객만족 

Myers(1998）는 종업원만족도의 결정요인으로 성취감， 책임， 성장， 승진， 인정감， 직무 

수행에 의한 자기실현 등을 제시하였고， 종업원 개인이 업무에서 얻어지거나 경험한 욕 

구만족도에 대한 정도， 조직 및 업무에 대한 참여자틀의 만족도 정도로 종업원이 그의 

업무에 대하여 가지는 느낌 혹은 정서적 반응， 자기 자신의 업무를 자신이 평가하거나 

직무 그 자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쾌함이나 혹은 긍정적인 감정 상태， 종업원이 직구가 

치를 달성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송연숙（2008）에서는 보상시스템， 경영층지원， 교육훈련이 내부고객만족의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되었고， 이태영（2009）에서는 사회적 기업 종사만족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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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임금， 승진， 직무 책임， 승진 등의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황정은（2010）에서 

는 내부고객만족의 요인으로는 JDI (Job Descriptive Index）척도에 측정도구로쩌 직무 

자제（작업에 대한 관심의 정도， 학습 및 책임부담 제공정도）, 임금（임금의 총액， 공정성， 

지급방법）, 승진（승진의 가능성 여부）, 감독（감독자의 기술， 관리능력과 조칙원에 대한 배 

려 및 관심의 정도）, 동료（동료의 우호적 태도 및 실력과 후원정도）의 5가지로 구성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騙1에서는 내부고객만족의 요인들을 “직무만족， 보상만족， 

상사만족， 직무중요도”로 정의했다． 이러한 내부고객만족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23개의 측정 변수를 사용했고， 측정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7점）으 

로 표시하는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했다． 

3.2.3. 사회적 기업 경영성과 

영리적 성과 

영리적 성과는 이광우（2008）에서 기업으로서의 가져야하는 본질적인 성과로 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금전적인 성과와 경앙자립정도로 나타낼 수 있고， 사회적 기업이 

성과에 사업 경챙력을 주장한 McGee, Dowling and Megginson(1995）와 Merz and 

Sauber (1995）의 연구를 중심으로 고객 만족도， 경영자립도 향상， 수익적 목표 달성 등 

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영리적 성과를 “금전적인 성과와 경영자립정도”로 

정의했다． 이러한 영리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3개의 측정 변수를 사용했고， 측 

정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7점）으로 표시하는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했다． 

공익적 성과 

공익적 성과는 Kanter and Summer(1987）와 Poter(1995), Moshe and 

Lerner(2006）의 연구를 중심으로 근무에 대한 자부심， 지역에 일자리 제공 등으로 구성 

하였다． 

또한， 이광우（2008）에서 사회적 기업이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하는 사명감과 봉사정 

신 그리고 부가가치와 사회공헌을 포함하는 성과로 나타낼 수 있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공익적 성과를 “사명감과 봉사정신， 부가가치와 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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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공헌”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공익적 성과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7개의 측정 변수를 

사용했고， 측정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7점）으로 표시하는 리커트 7 

점 척도를 사용했다． 

3.3. 조사 설계 

3.3.1. 자료 수집 

2011년 4월 14일부터 2011냔 5월 2일（18일간） 동안， 제주 지역 사회적 기업 및 예 

비 사회적 기업， 총 18업쳬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201부를 

배포했고 171부（85.5%）를 회수했다． 그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10부 

를 제외한 최종 유효표본 161부（80.5%）를 확정해 실증분석에 사용했다． 

3.3.2．분석방법 

실증연구의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했다． 자료의 

분석은 크게 조사 자료의 일반적 특성 및 기초분석을 위해 기술적 총계분석인 빈도분석 

을 실시했으며， 조사항목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Cronbach）의 알파（ 따 

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사용하였다． 

W. 실증분석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67.3%, 남성 32.7% 

순이 였으며， 연령은 40대가 43.1％로 가창 높았으며， 30대 25.0%, 50대 13.8% 순이 

였으며， 학력은 고졸이하 51.0%, 소득은 100∼ 200만원 미만이 49.4％로 높게 나타났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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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竇；l 53109 
32.7
67,3 

연 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9 
40 
69 
22 
10 

11.9 
25.0 
43.1 
13.8 
6.3 

一一 

고졸이하 

대학재학 

전문대졸 

대졸이상 

7692935 

51.0 
6.0 

19.5 
23.5 

경 력 

1년 미만 

b2년 

2-3년 
3-4년 

4년 이상 

영사 	
인 인 

77548 542

그l 

35.4 
29.2 
16.5 
8.7 
11.2 

직 급 

임시직 
직 원 

과 장 

팀장 이상 

3785315 

23.4 
53.8 
19.6 
32 

소 득 
-  200
-  300 

만

뭔원상 

拓

79
41 

47.5 
49.4 
z5 
0.6 

회사 업종 

사회사업 
보육 

환경（청소）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311237322128 

19.3 
75 
23.0 
19.9 
13.0 
17.4 

희사 형태 

:414

,1I

14

'i Mi烱4 

주농유회사 

식조힌복단기 

11

45

l

I 
364189 

8그 
以9 
27.3 
31.7 
11.2 
11.8 

총 계 162 100 

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4.1.1. 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는데， 이 

요인의 고유값은 각각 7.904, 7.330, 3.257, 2.345, 2.234 이고 총 분챈설명력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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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인 

7] 7}

XA 

사회적 

네트 

워크 

전략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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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06％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모두가 帙75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내적일관성이 확보됐다고 말할 수 있다． 

〈표 2> 성공요인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요 인 평균 적재치 	공통성 	（翡蠶） 끎犁 

각종제도 빛 규착， 절차 등이 문서화되어있다 

각 부서에 대한 치시사항과 부서간의 협조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있다 

증업원들쩨게직무에관한 .A14룰， 	J한쭤지시서나매뉴얼을 

회사의 업무처리 방식과 절차는 표준화 되야있다 

종업원들의권한4 5C쇠飾弓하고구체적으로 

5.02 

生80 

5.00 

5.05 

5.06 

5.13 

딨08 

5.45 

4.77 

.838 

.836 

.814 

.782 

.770 

.719 

.673 

.805 

.793 

.763 

.685 

.699 

.633 

.565 

7904 .951 종업원들쩨게 칙무기술서에 정해진 표준에 따라 일할 것을 강조한다． 

모든 지시사항은 	 통해 공식적 계통을 	전달토록 강조한다 

종업원애게수립된 711114，謐것휼縕獸丁칙과절’뻬 따라 

회사의 칙무규정이 명확하고 세분화 되어있다． 

총업원들이문서화“）고공식회暴콱절차，정책에“降일할것을 

희사의 업무 친행과장이 쳬계적이다 

대표자는 기업근무 및 경영관리 경험이 있다 

대표자는 우수한 비즈니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자는 업종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자는 업'11 경챙자에 대한 지식이 많다 

대표자는 칙무에 대해 전척으로 헌신적 小를 가지고 있다‘ 

대표자는 공익과 영리에 대한 균형감을 가지고있다 

대표자는 전문교육기관쇄서 젠珊 훈런을 받았다 

대표자는 조긱 강악력이 있다 

대표가는 반드시 해낸다는 의지가 강하다 

대표자는 지역사회의 안정 개발에 기여하려 한다 

5.58 
5.53 
딨58 

5.72 

耿83 

딨68 

耿41 

5.47 

5.79 

5.55 

.820 

.809 

.803 

.785 

.764 

.758 

.700 

.675 

.663 

.646 

.777 

.748 

.719 

.748 

.772 

.765 

.606 

.525 

.709 

.600 

묶330 .936 

화사는 지역금융기관과 호의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희사의 졔품에 대하며 충성고객이 존재한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이 복수이다 

회사는 인근지역기업과 호의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회사는 정부／지자체와 호의적안 관계를 갖고 있다 

∥64 

수87 

牛81 

수83 

5.03 

.749 

.714 

.648 

.634 

.566 

.636 

万65 

.638 

.601 

.682 

3.257 .832 

희사는 가능성 있는 수요와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은 업종 선택을 잘해다 

회사의 장품은 우수하며 시장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午95 

5.33 

耿11 

.699 

.675 

.573 

.723 

.709 

.708 

2345 .833 

회사는 기업애서 도움과 지원을 받는다 

회사는 주요고객이 정부와 지자쳬로 구성되어있다 

회사는 전 인멕 인적네트워크의 조력을 받고，,［다 

&63 

&83 

生34 

.836 

.803 

.752 

.733 

.684 

.800 

2.234 .752 

	

KMO= .905 	다1iSquare=3721292 	sl .= ;00o' 

	

5, 	Chi-Square=372l.292, 	sig= .000 총 분산껼명력＝69.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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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내부고객만족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내부고객만족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으며， 이 요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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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신뢰도 계 

수를 살펴보면 모두가 α8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내적일관성이 확보됐다고 말할 수 있 

다． 

〈표 3> 내부고객만족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요 인 
	

평균 적재치 공통정 (H軟:k) i1'to) 7flm 

직무만족 

14一溢& 

一∼一一

一→ 
一一一

一∼ 

'11 ZR

∼AF21 d
,

4IL} 4 	
. i. 

] 4. 

보상만족 
M∼QJA 椰월 	一一→

다鑑 
엮 	

一 

상사만족 
7A}-* I

v-fl 	-  14 
鑿o1 

1 도 

애우 증요하다． 현 직무는 우리조직내에서 4.97 

4.71 

耿15 

4.75 
生49 

.768 

.632 

.648 

.596 

.591 

.735 

.737 

.694 

.696 

.678 

1.050 .853 

승진에 반성되는 근무평가가 공정하다 

타인이 나의 직무를중요하게 생각한다 

「H그의능력을발휘할수있는여헒업무재량권부서釐성이주어지고 

승진제도는 쳬계적으로 잘 되어있다 

KM0= .928, 	Chi-Square=2369.707, 	sig= .= 000 
	

총 분산설명력＝76. 094% 

稽i1

A 

4.1.3. 기업성과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기업성과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는 〈표 牛〉와 같이 나타났는데， 이 요인의 

고유값은 각각 耿918, 1.218이고 분산설명력이 41.944, 29.417로 총 분산설명력이 

7 1.361％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모두가 以8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내적일관성이 확보됐다고 말할 수 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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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업 성과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요 인 평균 	적재치 	공퐁성 	（굻君꽃〕 	산뢰계수 

치역주민으로 부터 환앙을 받는다 

회사근무께 대한 자부짐윤 가지고있다． 

지악에 일자리돋 제공하고 있다 

5.29 

5.30 

5.36 

.849 

.835 

.799 

.739 

.728 

.710 
공익적 

지역 환경 보즌에 기여한다 5.32 .785 .716 5.918 .914 
샹과 

제품 ,! 서비스에 대한 고객민족도가 상승하였다 5,16 .677 .667 

희사의 이익홑 공익적 사업에 두자한다 5.28 .664 .636 

희사는 사희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5.31 .647 .627 

경앙 자림도가 향상되고 있다． 4.77 .849 .818 
앙리적 

수익척 목표륜 달상하였다 4.59 .838 .745 1.218 .868 
성과 

지속적으로 “瞼희 중가하고 있다 4.82 .828 .750 

KMO= .889. 	Chi-Square=IO36.310. 	sig= .000. 	' 분산선망력．7L361% 

4.3. 가설 검증 

4.3.1. 가설 1 

가설 1..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은 내부고객 만족에 정（+）의 상관 관계가 있을 것 이다ㄴ 

가설 1-1 전략적요인은 내부고객 만족예 정（+ ）의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내부고객 만족에 정（+）의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조직적 요인은 내부고객 만족에 정（+ ）의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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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살 1-5 사회적 네트워크는 내부고객 만족에 정（+ ）의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표 5＞에서 알 수 있둣이 기업의 성공요인인 사업환경 요인을 제외한 전략 

요인． 기업가정신． 조직적요인． 사회네트워크는 내부고객만족 요인인 직무만족， 보상만 

족， 상사만족． 직무중요도 에 대해서는 모두 유의한 來＋）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보상만족과 직무중요도에서만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 

었으며 직무만족과 상사만족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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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내부고객 만족 간에 있어서 상관관계 계수가 대부분 α4 이상이어서 비교적 높 

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직무만족과 사업환경을 제외한 성공요인간의 상 

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성공요인과 내부고객만족 상관관계 분석 

구 분 전략요인 기업가정신 조직적요인 사업환경 사희너l트워크 

직무만족 .665" .66Y .692" .151 '.522" 

보상만족 .408" .421" .481" .260" .367" 

상사만족 .570" .553.. .519" .101 .495" 

직무중요도 .59Y .583" .631" .242" .504" 

주） ** p<0.01 

4.3.2. 가설 2 

가절 2. 사회적 기업의 내부고객만족은 기업의 영리적 성과에 정（+）의 영향에 미칠 것이다． 

가살 2-1 직무만족은 영리적 성과에 정伊）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궝 보상만족은 영리적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상사만족은 영리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직무중．2－도는 영리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상만족과 직무중요도는 영리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회귀모형의 적합성 

또한 각각 p<o.o1, p<o그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 /?2）는 α273을 

보여 전쳬 설명력은 27.3％로 분석됐다． 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회귀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라고 판명됐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VIF값은 모두 10보다 작아 회 

귀모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와 같이 보상만족과 칙무중요도는 영리적 성과에 각각 ( 13=0.141) ( 13=0.439）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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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내부고객 만족과 영리적 성과와의 영향관계분석 

요 인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輞- 

t 값 
꿔 鰻 

공선성 통계량 

B 표준夕차 베타 공차한계 vF 

여。) 

洲 
과 

리

h”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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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반족 .024 .101 .024 .239 .781 .449 2.225 

직무중요도 .439 .119 .412 3.677 .000" .369 2.709 

F값=14.717. 	R2=.273. 수정된 R2=.254, 	유의확률 0.00"' 

주）*** p<O.01, * p<O.l 

4.3.3. 가설 3 

- 가설 3. 사회적 기업의 내부고객만족은 기업의 공익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살 3-1 직무만족은 공익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보상만족은 공익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긺 

가설 3-3 상사만족은 공익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직무중요도는 공익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갓이다． 

,- 

직무만족과 상사만족， 직무중요도는 공익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회귀모형 

의 적합성 또한 각각 p<O.O1, p<O.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 F2）는 α555을 

보여 전체 설명력은 55.5％로 분석됐다． 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회귀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라고 판명됐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VIF값은 모두 10보다 작아 회 

귀모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와 같이 칙무만족과 상사만족． 직무중요도는 공익적 성과에 각각 ( 3=0.382) ( 13 

=0.129) (13=0.180) 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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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내부고객 만족과 공익적 성과와의 영향관계분석 

요 인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값 
糾 騁 

꺾크성 통계량 

B 표준오가 베타 공차한계 VIF 

刪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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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중요도 .180 .079 .199 2.266 .025" 369 2.709 

F값＝48.995, 	R2=.sss, 	수정된 /?2=.544. 	유의확률 0.00"' 

주）*** p<O.Ol, ** p<O.05 

4.3.4. 가설 4 

- 가샬 4.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은 영리적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비칠 것이다． 

가설 4-1. 전략적 요인은 영리적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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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4-3. 조직적 요인은 영리적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4. 사업환경 요인은 영리적 성과에 정“）의 영항을 미칠 것이다． 

가샬 4-5. 사회적 네트워크 요인은 영리적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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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미치고， 회귀모형의 적합성 또한 각각 p<O.O1, p<O.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 /72）는 α455을 

보여 전체 설명력은 45.5％로 분석됐다． 따라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회귀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라고 판명됐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VIF값은 모두 10보다 작아 회 

귀모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와 같이 사업환경 요인과 사회네트워크 요인은 영리적 성과에 각각 ( 3=0.144) ( 13 

=0.498) 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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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업의 성공요인과 영리적 성과와의 영향관계분석 

요 인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값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w 

蝕＇성 여。) 

脾 과 리卜尸 

（상수） .242 .437 554 .580 

전략요인 .022 .092 .021 .243 .808 .455 2.19 7 

기 업 가정 신 .137 .100 .114 1.365 .174 .501 1.996 

조직적요인 .106 .088 .099 1.214 .227 .528 1.896 

사업환경 .144 .057 .164 2.531 .012' .831 1.204 

사회네트워크 .498 .097 .441 5.14 9 .000' .475 2.104 

F값＝26.090. 	R2=.455. 	수정된 .R2=.438. 	유의확률 0.00" 

주） … p<0.01. ** p<O.O5 

4.3.5. 가설 5 

꿔 終 

가설 5.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은 공익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5-1. 전략적 요인은 공익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찰것이다． 

가설 ㅏ2. 기업가 정신 요인은 공익적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것이다． 

가샬 5-3. 조직적 요인은 공익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5-4. 사업환경 요인은 공익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 

가설 5-5. 사회적 네트워크 요인은 공익적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것이다． 

기업의 성공요인 중 전략요인과 기업가 정신． 조직적 요인． 사회네트워크 요인은 공익 

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회귀모형의 적합성 또한 각각 p<o.05, p<o.o1 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결정계수（ 7?2）는 α680을 보여 전쳬 설명력은 68.0％로 분석됐다， 따라서 종속변수와 독 

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회귀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라고 판명됐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펀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1W 

값은 모두 10보다 작아 회귀모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와 같이 전략요인 

과 기업가칡그， 조직적 요인， 사회네트워크 요인은 공익적 성과에 각각（ 13=0.121) ( 13 

=0.263) ( 13=0.188) (13=0.352）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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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기업의 성공요인과 공익적 성과와의 영향관계분석 

요 인 
비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값 
糾  공선성 통계링＝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WF 嵋 

=01 xl0 1 1

A 

（상수） .375 .285 1.316 .190 

전략요인 .121 .060 .135 2.008 .046" .455 2.197 

기 업 가정 신 .263 .065 .258 4.026 .000*** .501 1.996 

조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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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680, 	수정된 R2=.670, 	유의확률 0.00* 

주）** p<0.05, * " p<O.O1 

V. 결 론 

오늘날 많은 나라와 기업들의 더블에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다． 현개의 국내 사회적 기업은 성장초기단계의 수준이지만， 청년실업문 

제와 고령화， 소외 계층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사화적 기업의 

적극적인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만 집중하다 보니 지 

속가능한 기업 운영 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제주 지역 사회적 기업 내부 고객만족 중 보상만족과 직무 중요도가 영리적 성 

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칙원들의 보상만족과 근로자 최저 

임금 상향조정과 기업에서는 성과금 측정 제도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직무만족과 상사만족， 직무 중요도가 공익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정책적인 사회적 기업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인턴 

십 연계 프로그램 개발로 지 역사회와 사회적 기업의 친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동기 부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으로 사회적네트워크는 영리적／ 공익적 성과 둘 다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 결과에 의해 사회적네트워크 향상을 위해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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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간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하고 그 예로 사회적 기업 육성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한 

일관성 있는 행정지원서비스 시스템 정착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현 시점의 사회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고 세계가 주목하는 제주， 더블어 

함께 사는 제주를 위해 정부와 기업， 고객이 하나가 되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캠페인이 

성공적인 제주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주지역 사회적 기업의 보다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 가기위해 시사 

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사회적 기업과 내부고객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제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타 지방 사회적 기업을 비 

교 분석을 통한 제주 지역 사회적 기업 연구가 이뤄진다면 보다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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