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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 광주광역시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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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지
속가능성 및 생태계 조성이라는 질적성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
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구성원의 조직문화 형성이 중요하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인 만족도와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어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지원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문화의 차이와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인증과 예비 사회적기업 모두 조직문화 중 하위
문화인 개발문화에서 일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합의문화에서 조직
몰입과 이직의사, 합리문화에서 이직의사가 유의미한 결과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향후 사회적기
업 지원정책에서 연차별 차등지원이나 간접지원 방식을 유도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사회적기업, 조직문화, 조직유효성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2007년 법 제정이후 중앙정부 주도의 인
건비 지원과 사업개발비 등 직접지원 방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사업성 확보를
통한 자립가능성과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모델발
굴의 요구로 201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어 지역형 예비 사회
적기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으로 사회적기업의 양적인
성장은 확대되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이 경제적 자생력을 갖추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목적인 취약계층의 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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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의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이란 의미는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정부지원의 의존을 낮추고, 영업활동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조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시장경쟁력 향상을 통해 달성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
다(이광우, 2008; 이용탁, 2008; 재인용).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이
윤과 같은 경제적 성과만으로 성공을 측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Speckbacher, 2003).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뤄가며 기업의 지속가능성
을 달성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성공적 경영과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
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조직문화는 매우 중요하다. 조직문화는 조직
전체의 공유된 가치로서 그 구성원에게 정체감과 동질성을 인식시키고, 행위지
침을 제공하며, 조직몰입을 촉진시켜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
기 때문이다(김은환 외, 2007).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근로하
는 종사자들의 업무수행 및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직
결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저임금,
고용불안정 문제로 인해 고용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회적기업이 창출하
는 서비스와 재화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강
은나, 2011: 238-239). 특히 사회적기업이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무임승차 형태
로 사업을 유지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영활동은 마치 인증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기업 내부의 정체성 및 조직문화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공동체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공유와 가치을 우선
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이 조직문화를 어
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조직의 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재정지원이 종료되어 경영활동이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인증 사회적
기업과 재정지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예비 사회적기업에 소속
된 구성원들의 조직문화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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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의 범위를 인증과 예비 사회적기업간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간 관계 분
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조직유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조직문화
조직문화란 한 조직 내의 구성원들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
나 가치관 또는 행위규범 등 행동양식을 통틀어 말한다. 즉, 조직마다 제각기 독
특하게 갖고 있는 보편화된 생활양식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개념이나
기준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어서 일반화된 통설이 없다. 조직문화는 그 조직이
대외적 환경에 적응하고 내부적으로 통합화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
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색되고 개발되어 형성된 것이다.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직이라는 하나
의 공동체를 결속시켜 주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체의식과 충성심을 불러일으
키게 한다.
Schein(1988)은 조직이 직면한 내･외부 조직이나 환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
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학습하여 온 패턴이 집단적 타당성으로 검증된다고
보았다. 이때 조직문화에 새롭게 진입한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해결방식
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준거틀로서 조직구
성원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Jones(1983)는 조
직의 개성을 창출하고, 구성원의 행동을 규정하여 조직 정당성의 기반이 되고
조직 구성원들을 사회전체로 통합시키는 조직의 근본 가정과 신념, 가치관을 조
직문화로 정의하였다. 또한 Denison(1995)은 핵심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가
치, 신념, 행동유형의 집합으로 보았고 Sathe(1983)는 조직문화란 사회 구성원
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가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조직문
화는 단일요인에 의해 형성되기 보다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성된다. Harrison(1972)은 조직문화의 특성을 조직의 이념적 지향에 달
려 있다고 보고, 조직 구성원들의 직업 관련 가치관을 역할지향형, 과업지향형,
권력지향형, 인간지향형의 네가지 기본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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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n과 McGrath(1985)는 경쟁가치모형을 이용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유형과
조직의 반응 유형에 따라 합의문화, 개발문화, 합리문화, 위계문화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관점이나 속성에 무게를 두고 분류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적인 기준을 정하
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특성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Quinn과 McGrath(1985)의 경쟁가치모형에 따른 조직문화 특성을 분석의 기초
로 삼고 있다. 경쟁가치모형은 실제 조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치요소들을 동태
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상황 및 조건에서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의 관계를 해
석하는데 분석틀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조직문화의 경쟁가치모형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변화 대 안
정’을 축으로 하여 조직구조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 ‘유연성 대 통제’의 차원이
다. 유연성 가치는 다양성과 분권화를 강조하는 반면, 통제 가치는 통합과 집권
화를 강조한다. 또 다른 하나는 ‘조직내부지향 대 외부환경지향’이라는 차원이
다. 내부지향성은 조직의 유지를 위한 통합과 조정을 강조하고, 외부지향성은
조직 환경에 대한 적응, 상호관계, 경쟁을 강조한다(Parker & Bradley, 2000).
이러한 경쟁가치모형에 따른 조직문화 특성은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1) 합의문화
합의문화는 구성원들의 신뢰, 팀워크를 통한 참여, 충성, 사기 등의 가치를 중
요시하며 가족적인 인간관계의 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어서 인간관계모형이라고
도 한다. 구성원들의 높은 수준의 참여가 조직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책임
감과 자긍심을 향상시키면서 주인의식도 갖게 한다. 주인의식을 가진 조직구성
원은 자율적 업무수행 능력이 향상되고 단순한 근로자 이상의 높은 관여를 보임
으로써 조직과 목표에 대한 몰입이 강화된다(Denison & Mishra, 1995). 이처럼
합의문화에서는 조직과 개인의 목표가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 구성원들의 직
무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개발문화
개발문화는 조직의 변화와 유연성을 강조하고 외부환경에의 적응능력을 중시
하는 개방체계모형이라고도 한다(Zammuto & Krakower, 1991). 또한 조직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의 획득을 중요시하고, 조직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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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을 중심 가치로 둔다. 이러한 개발문화는 유연성과 변화
를 강조하며, 성장, 창조성, 외부환경에 적응이 강조된다. 개발문화의 기업가는
외부환경을 인식하여 적절히 반응하며, 창의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새로운 가능
성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발문화에서는 구성원들이 하고 싶은 일을 조직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도 즐겁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므로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이며, 자율적 업무수행과 조직과 개인의 일체감
형성은 조직몰입도 향상된다(한주희 외, 1997).
3) 합리문화
합리문화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강조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해 나가는 특징이 있으며 합리적 목적모형이라고도 한다. 합리문화는 성
과, 생산성, 목표달성 등을 강조하며, 효율성, 생산성, 합리성 등의 가치를 중시
한다. 합리문화의 목적은 끊임없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목표달성이며, 동기
부여요인들로서 경쟁과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이다(Zammuto & Krakower,
1991). 합리문화는 성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개인적인 행동
으로 팀워크와 조직응집력을 약화시켜 구성원들의 타산적･거래적 몰입은 강해
질 수 있지만 심리적･정서적 몰입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4) 위계문화
위계문화는 구성원들에게 공식적인 절차와 규칙에 의한 업무처리를 중시하며,
조직의 장기적인 운영의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현상유지와 안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내부과정모형이라고도 한
다. 즉, 집권적 통제와 안정지향성, 공식적 명령과 규칙을 강조하는 관료제의 가
치와 규범을 반영한다(Zammuto& Krakower, 1991). 위계문화는 내부조직의 통
합과 안정성,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전통적인 관료제적 조직문화를 대표하며, 통
제와 능률, 안정을 강조 한다. 뿐만 아니라 위험부담과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무사안일 행태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자발적 노력의지와 조직에 대한 애착은
약해져 조직몰입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2. 조직유효성
조직유효성은 조직의 목표달성 정도이며, 희소가치가 있는 자원을 획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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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개척해나가는 조직의 능력이다(Seashore etal., 1967). 또한 조직구성원들
에게 공헌도 이상의 유인을 제공하여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이
고(Georgious, 1973), 기업의 수익성과 조직구성원의 욕구 충족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Friedlander etal., 1968 재인용). 조직유효성이란
조직이 어떤 개념들을 목표로 내세우든지 간에 그의 성공성 여부를 평가하는 일
반적인 용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조직 관리 관점에서 설정된 목표의 달성정
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를 통합시
킬 수 있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경제적･객관적 성과지표 보다
는 심리적･주관적 성과지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수준의 유효성
이 집단수준의 유효성을 결정하게 되고 개인 또는 집단수준의 변수들이 조직유
효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Dalton 외(1980)는 조직유효성의 평가지표를 경제적 성과와 심리적 성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성과에는 생산성, 총 매출액, 수익성, 성장성 등의 지표가
해당되며, 심리적 성과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사
기, 직무만족, 조직몰입, 결근, 이직 등이 해당된다고 보았다. Campbell(1977)은
조직유효성의 지표로 제시된 변수들을 30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조직
유효성은 조직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효과적인가를 표시하는 개념
으로 언뜻 조직의 목표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조직구성원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Cameron, 1980).
본 연구에서는 조직유효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이론과 기준이 있지만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개별 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구지
표로 많이 활용되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사를 사용하고 있다.
첫째,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상태
또는 소속조직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말하며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고 조직문
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얼마나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개념으로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결근과 이직이 줄고 성과를 향상시켜 조직의 목
표달성에 도움이 된다(Mowday etal., 1982). 즉, 조직몰입은 단순히 조직에 대
한 단순한 충성심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조직의 성공과 효율적인 성과창출에 조
직 구성원이 조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려는 적극적인 관계이다.
둘째,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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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관련해서 갖게 되는 감정적 태도를 말한다. 직무만족은 근로의욕을 향상시
킬 뿐만 아니라 조직목표달성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 의욕과 자기계발을 위한 노
력 등 개인 및 조직성과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이직률은 일정시점에서 전체구성원 수 가운데 퇴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직률은 조직구성원들의 이직의사가 클수록 높아진다. 이
직의사는 조직구성원이 현재의 조직으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성향이나 의도가
큰가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직무 스트레스가 과도한 경우에 높아진다.

3. 선행연구 검토
사회적기업에 대한 선행연구로 이인재(2006)는 자활기업에서 전환한 사회적
기업 사례 연구에서 성공요인으로 업종선택, 사회적 지원, 기업의 민주적 운영
과 이윤의 사회환원, 조직 지도자와 경영능력 등 4가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
다. 김혜원(2008)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을 영리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신뢰도와 제공자의 친절성을 비영리조직의 비교
우위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영찬(2008)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기
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혁신역량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
용탁(2008)은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균형성과표(BSC)
모형을 적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기준에 대한 프레임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광우(2008)는 사회적기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SPSS와 AMOS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전략적요인, 사회적기업가정신, 경영역량, 조직적요인, 사업환경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등 크게 6가지요인과 사회적기업의 성과간의 관계를 국내 인
증사회적기업과 인증신청기업을 중심으로 128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문결과
를 대상으로 구조적관계를 검증하였다. 박찬임(2008)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정책
및 지원방식,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적기업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이며, 2007년 이후 사회적기
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이나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는 학자 간에 일치된 견해가
없으며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사회투자수익률(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이나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와 같은 개
념을 활용하여 무형의 사회적가치를 지표화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무리스(Maurrice, 2004)는 사회적기업 성공요인을 마케팅 능력, 사회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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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식/내생적 동참, 리더십, 생태보존, 기술이전을 제시하였다.
Porter(1995)는 미국의 도시취약지역 개발모형으로 대도시의 취약 지역사업은
지역의 특성 활용 극대화와 비즈니스의 개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된다
고 보았다. 특히, 지역의 경쟁력은 전략적 위치(strategylocation), 지역시장의 수
요(localmarket demand), 지역클러스터와의 연결(integrated regionalclusters), 인
적자원(human resources)등 4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Wheeler
etal.(2003) 등은 아시아･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발 도상국가중 성공적인 50개 지
역기반 사회적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기업가정신과 개발능력 및 거버넌스
역량 등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Moshe& Lerner(2006)는 1990년대 설립된 이스
라엘의 33개 사회벤처에 대하여 1999년에서 2001년까지 3년 동안 이스라엘 사
회벤처가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
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Gartner(1985)의 기업가, 환경, 조직, 과정 등 4
가지 성과 측정기준에 따라 33개 사회벤처에 대한 인터뷰 등 다양한 조사를 통
해 지속가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15개의 성과요인을 도출하였다.
호소우치 노부타카(2007)는 일본형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모형을 제시하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요인을 위한 조건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Bloom & Smith(2010)는 사회적기업의 영향력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개발과
탐색적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 개발과 관련해서는 자본형태와 조직역량
관점에서 잠재적인 사회적 영향력 결정요인으로 스태핑(staffing), 의사소통
(Communication), 협력구축(Alliance-Building), 로비활동(Lobbying), 이익창출
(Earning-Generation), 복제(Replication), 시장력의 활성화(Stimulating Market
Forces) 등을 포함하는 SCALERS 모형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조직문화
조직문화는 독립변수로서 Quinn과 McGrath(1985)의 경쟁가치모형을 기초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조직문화 특성으로 합의문화, 개발문화, 합리
문화, 위계문화를 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문화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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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는 0.921이며, 하위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 합의문화, 개발문화, 합리문
화, 위계문화 모두 Cronbach’s a계수가 0.704이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2) 조직유효성
종속변수인 조직유효성 측정은 기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제적･
객관적 성과지표 보다는 관련 연구에서 더 많이 활용되어지는 심리적･주관적
성과지표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이직의사를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조직몰입은
회사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신뢰감, 소속감, 애사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정
도를 측정하였으며,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능력발휘,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직무에 대한 흥미와 보람, 자긍심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직유
효성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0.926이며, 하위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사 모두 Cronbach’s a계수가 0.768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
이었다.
<표 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명

독립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 조직문화
－ 합의문화

－ 기업의 사기와 응집력, 상호협력과 신뢰 및 참여 4문항

－ 개발문화
－ 합리문화
－ 위계문화

－ 새로운 도전과 성장 및 창의적 혁신성 4문항
－ 생산성과 효율성 중시 및 목표달성 행동 4문항
－ 규칙과 책임 중시 및 기업전체의 통제와 위계질서 4문항

• 조직유효성
종속
변수

－ 조직몰입
－ 직무만족
－ 이직의사

－ 소속감과 친밀감이 강해 개인과 조직목표 일치 6문항
－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고 충분하게 능력을 발휘 6문항
－ 다른 직장이나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 6문항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2013년 8월 21일부터 9
월 30일까지 광주광역시의 사회적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인증 사
회적 기업 43개, 예비 사회적 기업 105개 총 148개 기업체에 302부를 배포하고
회사 설립이 1년 미만인 기업 등 본 연구에 부합하지 않는 응답지를 제외하고
244부(80.8%)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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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회수하거나 이메일을 통
해 회수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21.0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무관련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과 연구대상자의 개인적･근무환경적 특성, 조직문
화에 대한 인식과 조직유효성 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간에 어떠한 관
계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그 영
향관계를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이 137명(56.1%)으로 남성 107명(43.9%)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29.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25.8%)였고, 20대와 50대는
21.7%로 같은 비율을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69.3%)이 대부분이었고, 직장 내 지위별로는 평직원
(54.1%)이 관리자(41.4%)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관련 특성 중 사
회적기업 형태별로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종사자는
38.9%, 광주광역시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의 종사자는 61.1%로
나타났다. 이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분포는 일자리제공형이
5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의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은 혼합형, 사
회서비스형, 기타형으로 43.0%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사
회적 목적 실현 유형 비율에서 일자리제공형이 가장 많은 것과 일치한다(한국사
회적기업진흥원, 2012: 15).
운영기간별로는 3년 이상(51.2%) 운영된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답
자가 1-3년 미만(48.8%)의 사회적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종사자 규모별
로는 10명 미만(61.1%)규모의 사회적기업 종사자가 10명 이상 규모의 사회적기
업종사자(38.9%)에 비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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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

빈도

비율(%)

남자
여자

107
137

43.9
56.1

20대
30대

53
72

21.7
29.5

40대
50대 이상
무응답

63
53
3

25.8
21.7
1.2

중졸이하
고졸
대졸

9
61
159

3.7
25.0
65.2

대학원 이상
무응답

10
5

4.1
2.0

사회적기업
형태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95
149

38.9
61.1

운영기간

1-3년 미만
3년 이상

119
125

48.8
51.2

관리자
평직원
기타

101
132
11

41.4
54.1
4.5

성별

연령

학력

직장 내
지위

근무연수

입사경로

근무이유

분

1년 미만

120

49.2

1-2년 미만
2-5년 미만
5년 이상

58
48
12

23.8
19.7
4.9

무응답

6

2.5

학교소개

27

11.1

친척･지인의 소개
신문･광고를 통해
실습･자원봉사를 계기로

114
56
14

46.7
23.0
5.7

기타
무응답

31
2

12.7
0.8

전공을 살리기 위해
전망이 밝기 때문에

53
32

21.7
13.1

종교(사명감) 때문에
안전성과 보수 때문에
가치있는 일이기 때문에

2
19
100

0.8
7.8
41.0

특별한 동기 없음
기타

27
11

11.1
4.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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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합의문화(M = 4.17)와 개발문
화(M = 4.08)가 위계문화(M = 3.93)와 합리문화(M = 3.8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직유효성에 대한 인식 평균은 3.86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조
직유효성의 하위변인인 조직몰입의 평균은 4.12점, 직무만족 3.83점으로 나타나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조직과 직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직의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 종사자
들의 직업안정성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반영되고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합의문화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 형태(t = -2.355, p<.05)에 따라 합의문화 인식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형태별로 보면
예비사회적기업(M = 4.25)이 인증사회적기업(M = 4.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개발문화와 합리문화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 수준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위계문화에 대한 조직구성
원의 인식 수준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운영기간(t = 2.088, p<.05)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직몰입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직장 내 지위(t = 1.976, p<.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밝혀졌으며, 관리자(M = 4.22)가 평직원(M = 4.02)보
다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사회적기업 형태(t = -2.055, p<.05), 직장 내 지위(t = 2.128, p<.05)에 따라 직무
만족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차이
조직문화
구분

인증
예비

합의
문화

개발
문화

조직유효성

합리
문화

위계
문화

조직
몰입

직무
만족

이직
의사

M

4.03

4.00

3.87

3.86

4.01

3.73

2.39

SD

0.76

0.73

0.66

0.90

0.83

0.72

0.78

M

4.25

4.13

3.75

3.98

4.19

3.90

2.38

SD
t

유의확률

0.67

0.61

0.65

0.70

0.71

0.59

0.81

-2.355

-1.536

1.383

-1.162

-1.876

-2.055

.071

.019

.126

.168

.247

0.62

.041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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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형태별로 보면 예비사회적기업(M = 3.90)이 인증사회적기업
(M = 3.73)보다 직무만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 내 지위에서는 관리자
(M = 3.93)가 평직원(M = 3.75)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직문화 요인과 조직유효성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합의문화는 조직몰입
(r =.627, p<.001), 직무만족(r =.555, p<.001)과는 강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이직의사(r = -.469, p<.001)와는 보통의 부(-)적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개발문화와 조직유효성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역시 조직몰입
(r =.632, p<.001)과 직무만족(r =.581, p<.001)은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이직
의사(r = -.444, p<.001)와는 보통의 부(-)적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냈다.

합리문화의 경우 조직몰입(r =.372,

p<.001),

직무만족(r =.33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통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직의사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위계문화는 조직몰입(r =.513,
p<.001)과 직무만족(r =.470, p<.001)에 대체로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직의사(r = -.284, p<.001)와는 약한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표 4>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간의 상관관계
구분
합의
문화

합의
문화

개발
문화

합리
문화

위계
문화

조직
몰입

직무
만족

1

개발
문화

.757***

1

합리
문화

.425***

.548***

1

.690***

.588***

.615***

1

조직
몰입

.627***

.646***

.372***

.513***

1

직무
만족

.555***

.590***

.332***

.470***

.835***

1

-.469***

-.451***

-.284***

-.587***

-.613***

위계
문화

이직
의사

이직
의사

***p<.001, **p<.01, *p<.05

-.1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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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종사자에게 조직문화는 조직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직유효성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6.0%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0.668,
p<.001). 조직문화 특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개발문화
(β=.399, p<.001)와 합의문화(β=299, p<.001) 순으로 조직유효성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조직문화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조직문화

독립변수

β

(상수)

t

p

5.214

.000

합의문화

.299

3.538

.000

개발문화

.399

5.030

.000

합리문화

-.093

-1.441

.151

위계문화

.100

1.329

.185

2

R =.460, F=50.668, p=.000

3. 사회적기업 형태에 따른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관계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52.3%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43.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4.634, p<.000, F=27.942, p<.000).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조직
문화 특성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
발문화(p<.000)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적기업의 형태에 따른 조직문화와 조직몰입
독립변수

인증사회적기업
β

t

(상수)

예비사회적기업
p

β

t

.378

p
.005

합의문화

.149

1.073

.286

.339

3.135

.002

개발문화

.423

3.751

.000

.314

2.761

.007

합리문화

.104

1.021

.310

-.042

-.478

.634

위계문화

.152

1.228

.223

.098

1.043

.299

2

R =.523, F=24.634, p=.000

2

R =.439, F=27.942,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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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는 합의문화(p<.002)와 개발문화(p<.007)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43.3%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34.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7.176, p<.000, F=18.503, p<.000).
조직문화 특성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모두 개발문화(p<.004, p<.001)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모두
사회적가치와 사람중심의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사회적기업의 이념과 철학으
로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사회적기업은 본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문화에 대한 조직문화의 속성과 직무만족도를 반영하고 있다.

<표 7> 사회적기업의 형태에 따른 조직문화와 직무만족
독립변수

인증사회적기업
β

t

(상수)

예비사회적기업
p

β

t

.024

합의문화

.201

1.326

개발문화

.366

2.977

합리문화

.073

.651

위계문화

.108

.797

.428

2

.188

p
.000

.140

1.191

.004

.404

3.277

.001

.517

-.090

-.949

.344

.156

1.538

.126

R =.433, F=17.176, p=.000

.236

2

R =.341, F=18.503, p=.000

조직문화가 조직유효성의 하위변수인 이직의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30.6%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26.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9.906, p<.000, F=13.137,
p<.000). 다만, 조직문화의 하위문화가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유효하게 일
치하는 통계값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비교적 의미있는 결
과는 개발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조직문화중 개발문화가 높은 조직일수록 이직
의사는 낮아진다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조직문화 중 합의문화와 개발문화는 이직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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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사회적기업의 형태에 따른 조직문화와 이직의사
독립변수

인증사회적기업
β

예비사회적기업

t

(상수)

p

β

t

.000

p
.000

합의문화

-.319

-1.903

.060

-.285

-2.310

.022

개발문화

-.346

-2.545

.013

-.335

-2.576

.011

합리문화

.137

1.114

.268

.268

2.697

.008

위계문화

-.008

-.050

.960

-.024

-.223

.824

2

R =.306, F=9.906, p=.000

2

R =.269, F=13.137, p=.000

사회적기업의 조직문화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증과 예비사회적기
업을 통해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조직문화중 하위문화인 개발문화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며 모두 일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인증 사회적기업에서는 합
의문화와 합리문화 그리고 위계문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구체적으로 조직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다. 예비 사회
적기업의 경우는 합의문화에서 조직몰입과 이직의사, 합리문화에서 이직의사가
유의미한 결과의 차이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9> 사회적기업 형태에 따른 조직문화 관계성
구분

구성개념간 인과관계

인증

합의문화 → 조직몰입
합의문화

전체

+

+

-

-

합의문화 → 직무만족
합의문화 → 이직의사

개발문화

예비

개발문화 → 조직몰입

+

+

+

개발문화 → 직무만족

+

+

+

개발문화 → 이직의사

-

-

-

+

+

합리문화 → 조직몰입
합리문화

합리문화 → 직무만족
합리문화 → 이직의사
위계문화 → 조직몰입

위계문화

위계문화 → 직무만족
위계문화 → 이직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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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일반기업의 기업가정신이나 조직문화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는 상당히 이뤄지고 있으나,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조직문화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
하고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조직유효성의
전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들이 대체적으
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직의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가 조직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 결과는 개발
문화, 합의문화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조직문화
가 조직구성원의 합의를 중요시 여기고, 조직 및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
는 문화가 나타날수록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조직문화 특성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인증사회
적기업은 개발문화(p<.000)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비사회적기
업에서는 합의문화(p<.002)와 개발문화(p<.007)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은 사업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불안감이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호협력과 신뢰를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려는 반면 인증사회적기업은 새로운 도전과 창의성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 도전적 활동을 강조한다는 차이점으로 해석된다. 조직유효성 중에서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기업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
난다는 것은 정부의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정책 등에서 단계별 또는 연차별
차등 지원 등 세부적인 성과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증 및 예비 사회
적기업 모두 개발문화(p<.004, p<.00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모두 사회적가치와 사람중심의 공동체 정
신을 강조하는 사회적기업의 이념과 철학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직문화가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방적인 해석은 어려우나 인
증사회적기업의 경우 개발문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조직문화중 개발문화
가 높은 조직일수록 이직의사는 낮아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결과와 일과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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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조직문화 중 합의문화와 개발문화는 이직의사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구성원의 사기와 응집력 그리고 신뢰와 새로
운 도전으로 창의적 혁신성이 높을수록 이직의사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조
직문화 중 합리문화는 이직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
리문화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며 목표달성 행동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이직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로 해석된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은
비교적 근무기간이 짧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책무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
이고 있어서 생산성 목표와 수익구조가 안정적인 것과 이직의사와는 관계없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들의 합의와 신뢰를 중요시하는 합의문
화와 창의성 및 혁신을 강조하며 조직과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개발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증가, 이직의사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대체로 중소규모로 대기업과 달리 실적위주의
조직문화보다는 조직구성원 간의 화목과 같은 인간적인 유대를 보다 우선하는
조직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이라 유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조직문화 발전을 위한 향후 정부의 정책적 추진방향이나 시사점
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조직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의 하위문화를 함양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과 장치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사회적가치 지향성 및 사회적 목적을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결과 합의문화와 개발문화가 사회적기업의 조직유효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과업이나 성과 중심적인 통제 조직문화를 벗어나 상
호 친밀감과 소통을 통한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다.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과
차별화되고 구분되는 특징을 조직문화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조직내부의 노력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외부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측정도구 개발 및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의 조직문화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준화되고 검증
된 측정 도구라기보다는 조직구성원의 설문응답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성과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양적인 연구 외의 다양한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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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조직문화가 경제적성과 뿐만아니라
사회적성과를 균형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제도를 위한 미래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첫째, 조사대상 지역이 광주광역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조직문화 유형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인지 정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회적 기업
들의 조직문화 유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조직유효성 측
정에서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관련된 정확한 측정이 아닌 심리적 성과만
을 다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조직
문화 유형의 측정 방법과 적합한 유형화를 발견하고, 사회적기업의 조직유효성
을 경제적 성과와 심리적 성과를 동시에 측정하는 척도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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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 ct>

A study on organizational culture of social enterprise
practitioner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Focusing on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certification
and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s Ji-Won Kim
Researcher, Social Economy Center, GwangJu NGO Civic Foundation

Sang-Ha Park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oguryeo Colleg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enacted since 2007, but the quantitative
growth has shown the limitations of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social enterprise
viability and sustainability and ecosystem composition in South Korea. Therefore,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o achieve immediate satisfaction and affects social enterprises aim
to members in the present study. We also want to explore the differenc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organizational culture in that it is sepa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support
system certification and preliminary.
Research has shown consistent results in the development of both the culture
and sub-culture of the organization culture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globally
preliminary resul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you can see significant results from the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s
in consensus culture and rational culture.
Suggests the need for policies to support social enterprises in the future lead
to differential annual support or indirect support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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