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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생존과 성장
- 충남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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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종단면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는 충남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과 2016년 사이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분석
하고, 2016년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밝힌다. 충남의 사회적 기업
은 그리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2013년 말에 사회적 기업이었던 133개는 2016년 9월에 68개
만이 사회적 기업으로 남아 있어 약 51%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받는 목적이 사
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때 사회적 기업에서 49%가 이탈했
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정부보조가 낭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Kaplan-Meier 생존함수를 추정
한 결과, 여성 대표자의 생존율은 높고, 영농법인의 생존율은 낮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
기업은 경영 역량과 운영의 애로정도에 있어서 지역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있어서도 지역간 특색을 반영하고 그에 맞은 지원을 제공해야만 사회적 기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사회적 기업, 생존함수, 해저드 분석

Ⅰ. 서

론

사회적 기업의 역사는 19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역사는 1980년대 생산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1). 하
지만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창업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사회적 기업 육
성법이 만들어진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영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외국의 사회적 기업도 마찬
가지로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으로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Tel: 041-850-8422 E-mail: kwy@kongju.ac.kr
1)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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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기업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Kerlin, 2006).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2007년, 전국에 50개로 시작하여 2017년 현재 1,813
개로 증가하였고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시장에서
제공되지 못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해야만 가능하다. 특히, 정부의 지원은 최
대 5년으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끊긴 다음에도 폐업되지 않고 영
업을 지속해야 사회적 낭비를 피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의 대표자가 불법으로 정
부 보조를 받거나, 인건비를 받는 경우 기존의 직원을 정부 보조 직원으로 대체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 보조가 사회적 기업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기간 동안만 고용이 증가하고 지원이 끝난 다음에는 인원을 줄이기 때
문에 실제로 고용창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다(박찬임, 2008; 이
광우, 2008; 배진영, 2010; 김혜원, 2011). 따라서 이들 연구는 인건비 지원 등
의 직접적 보조를 지양하고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 기업이 성공적이라는 연구도 있는데 윤윤
규(2012)는 사회적 기업이 유사한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더 많은 고용증가를 보
이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종수 홍성효(2013) 역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증가할수록 자체 고용이 늘어남으로써 재정지원으로 인한 기
존 인력의 구축효과보다는 규모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김
우영 홍성효(2014)는 충남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
이 금융제약(financial constraint)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은 정부의 재
정 지원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2)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연구와는 다른 시각에서 사회적 기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사회적 기업이 지정된 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하는지, 또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의 성공과 관련된 연구
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다. 사회적 기업의 규모와 재정적 어려움 즉
금융제약이 기업의 성공과 실패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Brown, 2002; Leslie,
2) 특히 이들은 여성 대표자에게서 금융제약이 더 중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을 결정할 때 대표자의 성과 사업 확장
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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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일부 사회적 기업은 대표자가 하는 수 없이 사회적 기업을 선택하기 때
문에 동기가 부족하다는 연구(Rykaszawski et al, 2013), 이 밖에 성공요인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박명선 강상
목, 2012).3) 하지만 이들 연구는 주로 질적인 설문조사나 사례연구에 의존하고
있어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엄밀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양
적인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종단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충남도청의 행정자료와 충남연구원
의 설문조사를 기초로 충남 소재 사회적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분석하고자 한
다. 또한,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충남 사회적 기업의 생존과 성장 요인을 찾아
보고자 한다.
2013년과 2016년 사이 충남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Kaplan-Meier의 생존
함수와 Cox 비례위험모형을 추정한 결과, 본 연구는 동 기간 동안 생존에 성공
한 기업이 간신히 50%를 넘는 수준이라는 것을 밝힌다. 또한, 군 지역보다는 시
지역에서 소재하는 사회적 기업의 생존 확률이 높으며, 여성대표자가 남성대표
자보다 생존확률이 높고, 영농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기업보다 생존 확률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사회적 기업 중 생존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종업원 수와 매출액 성장을
살펴본 결과, 여성대표자의 경우 종업원 규모나 매출액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고,
영농법인 사회적 기업은 종업원 수는 증가하지만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
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여성 대표자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은 길지만 영
세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영농법인은 생존율이 낮고, 종업원은 늘
어나지만 1인당 매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영세한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충남의 사회적 기업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농법인 사회적 기업의 생존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
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광역시와 비교하여 광
역도는 농림수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영농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많이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영
농법인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혹시 이들의 창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16년 충남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적 경제에 대
3)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자세한 문헌고찰은 박명선･강상목(2012)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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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추가로
도출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충남의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살펴본
다. 여기서는 2013년 사회적 기업과 2015년 말 사회적 기업의 특징으로 소개한
다. 제3장은 사회적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자료의 소개, 추정모형,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제4장은 2016년 설문조사를 토
대로 충남의 사회적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
에 대한 윤곽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적 함의를 제시한다.

Ⅱ. 충남 사회적 기업 현황 및 특징
1. 2013년 사회적 기업
충남의 2013년 사회적 기업은 133개이다. 이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보는
충남도청의 행정자료에 기인한다. 충남에는 15개의 시군이 있는데 이들 지역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의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2013년 충남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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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천안시이고, 그
다음으로 서천시, 아산시로 나타나고 있다. 천안시에는 25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이는 전체의 19%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서천에는 18개(14%)의 사회적
기업이, 아산에는 15개(11%)의 사회적 기업이 있다. 이 3지역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은 전체의 44%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보령, 계룡, 당진, 태안
에는 각각 4개의 사회적 기업만이 소재하고 있어 충남의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규모별로 사회적 기업의 분포를 보면 <그림 2>와 같다. 전체의
46%가 6-10인 이하의 사업장이고 그 다음으로 0-5인 이하의 사업장 순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종업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사업체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결국, 충남의 사회적 기업의 종업원 규모 면에서 아주 영세한 수
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2013년 충남 사회적 기업의 종업원 수 분포

한편, 사회적 기업의 매출액 분포는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잘 나타나 있
듯이 매출액의 분포가 U자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충남의 사회적 기업이 매출
액 규모 측면에서 양극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 매출액이 가장 낮은 사
회적 기업은 연 5천만원 이하이며 이 집단에 속하는 사회적 기업은 전체의 26%
이다. 한편, 매출액이 가장 높은 사회적 기업은 연 10억 이상을 버는 기업으로
4) 구체적인 수치는 부록 <부표 1>에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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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기서 속하는 집단은 전체의 8%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출액 분포가 U자형
을 보이고 있으나 매출액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는 월등히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충남의 사회적 기업은 매출액 측면에서도 영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2013년 충남 사회적 기업의 매출액 분포(%)

다음으로 충남의 지역별 종업원 수와 매출액은 <부표 2>에 제시되고 있는데,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산시로서 사회적 기업의 평균 종
업원 수가 19명으로 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홍성군, 천안시, 청양
군이 따르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평균 종업원 수는 15명 이상이 된다. 기업당
매출액이 가장 큰 지역은 논산시인데 연평균 매출액이 약 18억이 되며, 그 뒤를
서산시, 청양군이 따르고 있다. 한편, 기업당 매출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당진시
인데 연평균 매출액이 2천 7백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이 지역의 평균 종업원
수는 10명으로 1인당 매출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2016년 사회적 기업
충남연구원은 2016년 9월 사회적 경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충남에 존재하는 사회적 기업의 수는 134개였으나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
업은 128개로 이하의 표와 그래프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내
용이다.
<그림 4>는 충남의 시군별 사회적 기업을 나타내는데 2013년과 비교하여 상
위 지역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다만 2013년에는 천안에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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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기업이 소재했으나 2016년에는 21개가 소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계룡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은 청소업종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단 1
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부여과 예산에도 각각 2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태안에는 3개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한다. 따라서 충남의 시군별 사회적 기업의
수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그림 4> 2016년 충남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분포

<그림 5>는 2016년 사회적 기업의 종업원 수에 따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2013년에 비하여 기업규모면에서 더 영세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에는 전체의 거의 반이 6-10인 기업이었는데 2016년에는 50% 이상이 5인 이하
사업장에 속하고 있다.
충남의 시군별 사업체 평균 종업원 수는 <부표 3>에 제시된다. 종업원 수 측
면에서 기업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계룡시로 종업원 수가 1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룡시의 사회적 기업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청소업종 기업의 종업원 수가 17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기업의
연 매출액을 보면 193백만원으로 서산시 다음으로 평균 매출액이 낮은 기업으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종업원 수는 많지만 1인당 매출액은 최하를 보
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논산시의 경우 평균 종업원 수는 11
명이고, 매출액도 연 1,228백만원으로 상당히 규모가 큰 사회적 기업으로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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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3년 충남 사회적 기업의 종업원 수 분포

<그림 6>은 2016년 사회적 기업의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다.5) 매출액의 분포
는 2013년과 유사한 U자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5천만원 이하에 속하는 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10억 이상의 사회적 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2016년 충남 사회적 기업의 매출액 분포
5) 설문조사에서 매출액에 대한 정보는 2015년말 기준으로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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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16년 충남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분포

한편, <그림 7>은 지역별 사회적 기업의 연 평균매출액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산시 사회적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크며, 그 뒤를 홍
성, 예산, 공주, 천안이 따르고 있다. 매출액의 규모가 작은 지역은 서산, 계룡,
서천, 청양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3. 2013-2016년 사회적 기업의 생존
2013년 충남에 존재한 133개의 사회적 기업이 2016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남
아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생존율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기업으로 있다가 일반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에는 그대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충남 천안
에 있는 “즐거운 밥상”은 2010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이후 6년이 지난
2016년에도 사회적 기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 사회적 기업
인 기업이 2016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남아있지 않은 기업은 폐업된 것으로 간
주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6)
<표 1>은 2013년 말 존재한 133개의 사회적 기업이 2016년에 얼마나 생존하
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133개 중 68개가 생존하였고 65개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생존율은 51%에 불과하다. 2013년의 사회적 기업들은 예비 사
6) 2013년 사회적 기업이었는데 2016년 사회적 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 탐색을 한 결과 단 하나의 기업도 일반기업
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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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기업이나 인증 초기의 사회적 기업으로 대부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실패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7)
<표 1> 2013년 충남 지역별 사회적 기업 성공 및 실패 현황
지역별

전체기업수

기업비중

생존

실패

생존율

천안시

25

18.8

16

9

64.0

공주시

7

5.3

4

3

57.1

보령시

4

3.0

3

1

75.0

아산시

15

11.3

8

7

53.3

서산시

8

6.0

4

4

50.0

논산시

10

7.5

6

4

60.0

계룡시

4

3.0

1

3

25.0

당진시

4

3.0

2

2

50.0

금산군

8

6.0

4

4

50.0

부여군

6

4.5

2

4

33.3

서천군

18

13.5

6

12

33.3

청양군

4

3.0

1

3

25.0

홍성군

8

6.0

6

2

75.0

예산군

8

6.0

3

5

37.5

태안군

4

3.0

2

2

50.0

133

100

68

65

51.1

합계

지역별로 보면 시 지역의 사회적 기업의 생존율이 군 지역의 생존율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홍성권이 예외인데 이 지역에 소재하는 사회적 기업 8개중
6개가 생존하고 2개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생존율이 75%에 달하고 있다. 홍
성의 사회적 기업이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은 2012년 충남도청의 홍성군이전
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사료된다.
계룡시는 2013년 4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었는데 2016년에는 단 1개의 사회
적 기업만 남아 25%의 낮은 생존율을 보인다. 2016년 살아남은 1개의 사회적
7) 김우영･홍성효(2014)에 따르면 11-46백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약 33%, 46백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도 약
33%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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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앞서 언급한 청소업종의 사회적 기업으로 종업원 규모면에서는 크게 성
장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청양, 부여, 서천군의 사회적 기업도 25%,
33%, 33%의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표 2>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자와 사회적 기업의 형태에 따른 생존율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남성대표자는 전체의 80%, 여성 대표자는 20%를 나타내 사회
적 기업의 대표 중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생존율에 있어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데 남성 대표자의 생존율은 46.2%인데
반하여, 여성 대표자의 생존율은 69.2%로 후자의 생존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여성 대표자를 많이 육성하는 정책은 앞으로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사회적 기업 대표의 성과 형태에 따른 생존율
구분

생존

실패

구분

생존

실패

남성

49(46.2)

57(53.8)

영농법인

11(26.9)

30(73.2)

여성

18(69.2)

8(30.8)

비영농법인

57(62.0)

35(38.0)

전체

67(50.8)

65(49.2)

전체

68(51.1)

65(48.9)

한편 충남의 사회적 기업 중 영농법인은 30.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영농법인의 비중이 높은 것은 충남이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여전히 농림수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 2>에
서 영농법인의 생존율은 26.9%로 비영농법인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이는 앞으로 충남에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할 때 영농법인
의 형태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부득이 영농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허용할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Ⅲ. 충남 사회적 기업의 생존분석
1. 자료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2013년 사회적 기업 대장인데 이
는 충청남도 도청의 행정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133개의 사회적 기업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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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대표자의 성,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날짜, 2013년 당시 폐업여부, 종업
원 수,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자료는 충남연구원에서
2016년 9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인데, 이 자료는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마을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종업원 수, 매출액, 기업을 운영하는데 겪고 있는 어려움
등 양적 뿐 아니라 질적인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2016년 자료에는 128개
의 사회적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의 생존기간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후부터 폐업될 때까
지의 개월 수를 사용하였다.8) 따라서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생존기간은 사회적
기업으로의 생존기간이지 실제 기업의 생존기간은 아니다. 2013년 133개 사회
적 기업 중 4개의 기업은 인증된 시기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따라서 생존기간
에 대한 분석에서는 2013년 사회적 기업 중 129개만이 사용되었다. 2016년 9월
에 남아 있는 기업의 경우 2015년 12월까지의 기간을 생존기간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2016년 9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종업원 수와 매출액을 2015년 12월
시점에서 묻고 있기 때문이다.

주: 2013년 129개의 사회적 기업의 생존 기간임.
<그림 8> 사회적 기업 생존기간의 분포
8)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의 인증일은 2013년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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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2013년 129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생존기간의 분포를 보여주
고 있다. 생존기간의 최소치는 6개월이고, 최대치는 114개월인데 이는 이상치
(outlier)이며 이를 제외하면 최대값은 86개월로 볼 수 있고, 중위값(midian)은
27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의 50%는 2년 반 정도가 지나면 사회
적 기업에서 이탈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구해진 생존기간은 우측절단
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최소 추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 장
에서 Kaplan-Meier 방법으로 다시 추정될 것이다.

2. 생존기간 분석
어떤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이후 t시간이 지난 후까지 생존할 확률
은 전체 기업 수(  ) 중에 t시점 이후까지 남아 있는 기업 수가 될 것이다. 즉, t
시점에서의 생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시점 이후에 남아있는 기업수 

(식 1)

식 (1)의 문제점은 t시점에 소멸되는 기업이 중복된 경우(tied observation)와
t점에서 기업의 실패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우측절단)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한 생존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Kiefer,
1988).


   



 



    

    

 



(식 2)

위에서  는 j 관측치의 생존기간,  는  시점에서 아직 완결되거나 우측 절
단되지 않은 관측치 수,  는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탈출한 관측수를 각각
의미한다. 또한,   는 탈출율(hazard rate)을 나타내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구해
진다.
   

(식 3)

즉, 탈출율(   )은  시점에서 아직 생존해 있는 기업 수(  ) 중 그 때 탈출한
기업 수(  )의 비중을 의미한다. 특히, 식 (2)로부터 구해진 생존율은 비모수적
생존율이며 Kaplan-Meier 추정치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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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Kaplan-Meier 방법으로 구해진 사회적 기업의 생존율을 보여주
고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후 24개월이 지나면 전체의 25%가 사회적 기
업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37개월이 지나면 전체의 50%가 이탈하고 있다. 이는
앞서 우측절단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중위값이 27개월이었다는 것과 비교하여
생존기간이 10개월 정도 늘어난 것이다. 아직 2013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추적
조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40%이상의 사회적 기업은 80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남
아 있는 상태이다.9)

주: 이상치(outlier) 1개를 제외한 128개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임.
<그림 9> 사회적 기업의 생존함수

앞서 <표 2>의 생존율 비교에서 여성 대표자의 생존율이 남성대표자보다 높
았고, 영농법인의 생존율은 비영농법인보다 낮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이 결과는 2016년 9월 시점에서의 생존여부만을 고려한 것이지 사회적 기업의
생존기간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그림 10>과 <그림 11>은 Kaplan-Meier 방법
으로 사회적 기업 대표자의 성과, 영농법인 여부에 따른 생존함수를 보여주고

9) 생존기간의 중위값(median)은 37개월이지만, 평균(mean)은 52개월로 추정되었다. 이는 <그림 8>에서 보듯이 생존기간이 짧
은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고, 생존기간이 아주 긴 기업들이 일부 산재해 있기 때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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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선 대표자의 성에 따른 생존함수를 보면 여성 대표자의 생존함수가 남성보
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후 20개월까지
는 남녀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이후 남성의 생존율은 급격히 떨
어지고 있다. 남성의 경우 생존기간의 중위값은 36개월(3년)인데 여성의 경우
40개월이 지나도 전체의 60% 이상이 사회적 기업으로 남아있다. 남성과 여성의
생존함수가 동일한지에 대한 Wilcoxon(Breslow) 검정을 한 결과 p값은 0.18로
90%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이는 여성 대표자의 수가 아직
까지는 너무 작고, 관측기간도 짧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추후 좀 더 자료가 보완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형태에 대한 생존함수를 보면 비영농법인이 영농법인보
다 생존함수가 위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정 후 15개월까지는 비
슷한 탈출율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영농법인은 빠르게 사회적 기업에서 이탈하
고 있다. 영농법인의 생존기간 중위값은 27개월로 매우 짧게 추정되고 있다.
Wilcoxon(Breslow) 검정을 한 결과 p값은 0.002로 99% 수준에서 두 생존함수
가 동일하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주: female=여성, youngnon=영농법인
<그림 10> 대표자 성에 따른 생존함수

136

지역개발연구 제49권 제2호(통권 70집)

<그림 11> 사회적 기업 형태에 따른 생존함수

이상의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는 생존율이 높고, 영농법인은 비영농법인보다
생존율이 낮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제 회귀분석을 통하여 생존율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추정에 사용될 모형은 다음과 같은 Cox의 비례위험모형이
다.10)
    exp  

(식 4)

식 (4)에서   는  기업의 사회적 기업으로부터의 탈출률,   는 비모수
적 기준 탈출율,   는 2013년 현재  기업의 속성이며  는   에 대응하는 계수
의 벡터이다.   에 속한 변수로는 사회적 기업 대표자의 성, 사회적 기업 지정
연도의 실업률, 영농법인 여부와 시군 여부이다.11) 2013년 사회적 기업에 대한
행정자료에서는 기업에 대한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탈출률 대신 2016년 9월 현재 생존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모형도
10) 좀 더 확장된 모형은 사회적 기업의 이질성을 포함하는 임의효과 Cox 모형 (예를 들면 김우영(2017))인데 지역을 집단으로 하
여 추정한 결과 표본수가 작은 관계로 수렴(converge)이 어려웠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
기로 한다.
11) 시군 여부 대신 15개 충남지역더미를 추정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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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였고 사용된 통제변수는 앞과 동일하다. 추정결과는 <표 3>에 제시되는
데 Hazard Ratio의 경우 계수값이 1보다 크면 사회적 기업에서 이탈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로짓모형(생존율)의 경우에는 계수값이 1보다 크면 사회적 기
업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표 3> 탈출율과 생존율의 추정 결과
구분

탈출율
(Hazard Ratio)

생존율
(Odd Ratio)

변수의 정의

여성

0.519(0.200)*

2.376(1.179)*

여성=1, 아니면=0

시 지역

0.978(0.282)

0.902(0.383)

시 지역=1, 군 지역=0

실업률

0.612(0.306)

1.674(1.197)

연속변수

2.332(0.674)**

0.233(0.109)**

영농법인
상수

-

0.405(0.747)

Log-likelihood

-261.305

-83.206

표본 수

128

133

영농법인=1, 아니면=0

주: 괄호안의 수치는 robust 표준오차이며, **는 95%, *는 90% 수준에서 유의.

<표 3>은 탈출율이나 생존율 모두에서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여성
대표자일 경우 남성에 비하여 탈출율이 낮으며 생존율은 높다는 것이다. 또한,
영농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일수록 탈출율이 높고, 생존율은 낮다는 것이다. 이
는 앞선 Kaplan-Meier 추정결과와 일관성을 가진다. 한편, 지역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표 1>에서 나타난 지역간 생존율
의 차이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기 보다는 그 지역 사회적 기업의 대표자 성과
사회적 기업의 유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지역 실업율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이는 민간 기업에 비하여 사회적 기업은 정부 지원
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사회적 기업의 성장 분석
생존분석에서 여성 사회적 기업 대표자와 비영농법인 사회적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생존확률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여기서는 매출액과 고용을 이용
하여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장함
수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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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ln   ln       

(식 5)

위에서  는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을 나타내며 로그 차이는 이들의 성장률을
측정한다.   는 이전과 같이 2013년 현재  기업의 속성이며 사회적 기업 대표
자의 성, 사회적 기업 지정연도의 실업률, 영농법인 여부와 시군 여부이다.
<표 4>는 종업원 수와 매출액에 대한 성장률 추정결과이다. 우선 표본수가
40개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생존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만 종업원 수와 매
출액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4>의 결과는 2016년에 생존한 기
업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선택(sample section)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Heckman(1979)의 이단계 추정법(two stage
least squares)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전체 표본수가 작을 뿐
아니라 생존여부 함수(selection function)를 확인(identify)할 수 있는 별개의 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여 식 (5)를 추정하기 어렵다. 추
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고 다양한 변수가 사용가능하게 되면 재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사회적 기업의 종업원 수, 매출액 성장율
구분

종업원 수

매출액

여성

-0.713(0.436)*

-0.281(0.608)

시 지역

-0.233(0.342)

-0.486(0.603)

실업률

-0.382(0.402)

-0.845(0.849)

영농법인

0.625(0.360)*

-0.254(0.535)

상수

1.006(1.131)

3.230(2.444)

R-squared

0.139

0.048

표본 수

43

40

주: 괄호안의 수치는 robust 표준오차이며, **는 95%, *는 90% 수준에서 유의.

<표 4>에서 종업원 수를 종속변수로 한 결과를 보면, 여성대표자일수록 종업
원 수 증가율이 낮고, 영농법인일수록 종업원 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앞의 생존율 결과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측면과 대조된다. 즉, 여성대표
자일수록 사회적 기업의 생존율은 높으나 살아남은 기업의 성과는 남성대표자
보다는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 대표자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 적합한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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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있으나 재정적, 경영적 능력의 부족으로 성장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선발되지 못하여 생존율은 낮으나 일부 살아남은 기업의 대표
자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선발되고 인증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사람이 선발되도록 심사
제도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표 4>의 매출액 성장률 추정결과는 여성대표자일수록, 영농법인일수록 매출
액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들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
문에 추후 표본이 확대된다면 재추정이 필요할 것이다.

Ⅳ. 충남 사회적 기업의 역량평가 및 애로 사항
사회적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분석한 결과 충남의 사회적 기업이 성공적이라
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3년 존재한 사회적 기업이 2016년에 51% 정도
만 사회적 기업으로 남아있을 뿐 아니라 종업원이나 매출액 성장에서도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2016년 9월 충남연구원의 설문조
사를 통하여 충남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역량과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바
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12)

1. 사회적 기업의 경영역량
<표 5>는 2016년 9월에 조사된 128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활동 역량
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기업 경영활동 역량에는 6가지 항목이 있는데
리 및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축,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

성과관

직원 채용 시스템 구

상품/서비스의 경쟁력(품질/기술)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더 높게 나타나나,

직원의 급여 및 복지의 경쟁력,

마케팅 능력

보유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충
남의 사회적 기업은 종업원에 대한 임금 및 복지, 그리고 마케팅 능력에서 문제
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2) 2017년 충남지역고용전략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일부분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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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충남 사회적 기업 경영활동 역량

(단위: %)
매우
부족

약간
부족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성과 관리 및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정도

3.9

21.1

46.9

24.2

3.9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 정도

0.0

20.3

29.7

40.6

9.4

직원 채용 시스템 구축 정도

2.3

18.0

55.5

20.3

3.9

직원의 급여 및 복지의 경쟁력 정도

0.0

29.7

50.0

16.4

3.9

상품/서비스의 경쟁력 정도(품질/기술)

0.8

9.4

40.6

47.7

1.6

마케팅 능력 보유 정도

6.3

16.4

57.8

18.0

1.6

항목

충남 사회적 기업의 경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5>에 나타난 6개 항목의 점수의 합을 종속변수로 하는 함수를 추정하였다.13)
따라서 계수가 양수이면 경영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식
(1)은 사회적 기업 대표자의 성과 연령, 지정일부터 2016년까지의 생존기간(연)
만을 통제한 것이고, 식 (2)는 사회적 기업의 소재지를 추가했으며, 식 (3)은 기
업형태까지 통제한 것이다.
<표 6>을 보면 사회적 기업 대표자의 성은 기업의 경영역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표자의 연령은 기업역량을 높이
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연령이 대표자의 숙련에 대한 대
리변수라고 볼 때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생존)기간이 길수록 경
영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물론 통계적 유의성은 약
하지만) 충남의 사회적 기업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의 소재지는 경영 역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안시(기준 지역)에 비하여 대부분의 지역은 경영 역량이 떨어지고 있는
데 특히 보령시, 당진시, 예산군은 천안시의 경영 역량에 비하여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인적자본의 차이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로선 그 이유에 대
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세 지역은 사회적 기업의 역량을 키우기
13) 매우 부족=1, 약간 부족=2, 보통=3, 약간 높음=4, 매우 높음=5로 점수화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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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형태 역시 경영 역량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데 사단법인(기준 변수)에
비하여 재단법인, 영농조합, 주식회사는 경영 역량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영농조합은 앞서 생존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경영 역량이
낮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충남 사회적 기업의 경영역량 추정결과
구분

(1)

(2)

(3)

여성

-0.345(0.667)

0.048(0.657)

0.392(0.666)

나이

-0.018(0.031)

0.061(0.034)*

0.058(0.032)*

생존기간

-0.195(0.122)

-0.158(0.104)

-0.099(0.100)

지역 공주시

-

-2.992(1.476)**

-3.702(1.011)**

보령시

-

-7.442(1.231)**

-7.495(1.294)**

아산시

-

-3.939(1.021)**

-4.038(1.014)**

서산시

-

-5.401(0.918)**

-5.259(0.984)**

논산시

-

-5.023(1.242)**

-4.778(1.227)**

계룡시

-

-3.286(0.842)**

-2.472(0.934)**

당진시

-

-6.442(1.219)**

-6.713(1.201)**

금산군

-

-2.555(1.388)*

-2.090(1.479)

부여군

-

-4.830(1.917)**

-4.270(1.968)**

서천군

-

-5.487(0.835)**

-5.555(0.816)**

청양군

-

-4.297(1.008)**

-4.326(1.175)**

홍성군

-

-4.613(1.2204)**

-4.348(1.225)**

예산군

-

-6.098(0.849)**

-5.831(0.825)**

태안군

-

-0.894(1.075)

-0.370(1.119)

형태 재단법인

-

-

-3.242(1.465)**

영농조합

-

-

-1.516(0.832)*

주식회사

-

-

-1.725(0.774)**

협동조합

-

-

-0.750(0.772)

개인사업자

-

-

-1.326(1.426)

상수

20.338(1.774)**

19.979(1.899)**

R-squared

0.019

0.470

0.533

표본 수

119

119

119

21.008(1.983)**

주: 괄호안의 수치는 robust 표준오차이며, **는 95%, *는 90% 수준에서 유의.
지역의 기준은 천안시이며, 사회적 기업의 형태의 기준은 사단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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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기업의 경영애로 사항
사회적 기업의 애로사항은 크게 조직설립의 어려움, 경영의 어려움, 판매의
어려움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고 있다. 우선 조
직 설립에 대한 어려움을 보면, 충남의 사회적 기업은 조직 설립에 있어서 상당
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비중(어려
움+매우 어려움)이 어렵지 않다는 비중(어렵지 않음+매우 어렵지 않음)보다 훨
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른 항목에서보다 조직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출
자금 모금, 적정 임대료로 구할 수 있는 사업장 확보, 조직 지정/인증을 받기 위
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서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표 7> 사회적 경제의 조직설립, 경영, 판매에 관한 애로 사항 (%)
애로수준
항목

항목

매우
어렵지
않음

조직설립 취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

매우
어려움

31.0

5.4

0.9

11.8

29.2

42.8

15.4

1.1

14.5

40.1

34.7

9.6

적정 임대료로 구할 수 있는 사업장 확보

1.8

14.7

33.2

37.2

13.1

조직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진행

1.3

6.2

42.1

39.4

10.9

1.8

8.5

36.8

43.4

9.6

조직운영에 적합한 인력 찾기

0.7

9.6

38.8

41.0

10.0

조직운영에 필요한 재무 인력 확보

0.9

5.8

35.2

47.4

10.7

조직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노하우

0.9

11.8

43.0

35.2

9.1

조직운영을 위한 수익창출 및 자금확보

0.2

5.1

33.2

49.7

11.8

판매 활동에 필요한 훈련된 인재 찾기

0.5

6.7

35.4

49.4

8.0

1.1

5.8

30.5

51.2

11.4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합한 사업아이템
발굴

서 작성

판매

어려움

37.6

조직 지정/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

경영

보통

21.8

조직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출자금 모금

설립

않음

4.2

대 형성

조직

어렵지

조직이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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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충남의 사회적 기업은 조직을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있어서도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적합한
인력이나 재무 인력을 찾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후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임금수준이 낮고 직무
가 정형화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아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표 7>을 보면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비중이 44.3%, 어렵지 않다는 비중이 12.7%
로 전자가 후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사회적 기업은 판매에 있어서도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
다. 수익창출과 자금 확보, 판매 전문 인력 확보, 판로 확보 모두에서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는 비중이 그 반대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 7>의 각 부문에 대해서 해당 점수를 합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애로사항 함수를 추정하였다. 애로사항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기 때문에 추
정계수가 양수이면 애로사항을 높이는 것으로, 음수이면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정결과는 <표 8>에 제시된다.
조직설립이나 경영, 판매의 애로사항에 있어서 대표자의 성, 연령, 생존기간이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 기
업의 소재지, 기업 형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조직설립 면에서는 천안
시에 비하여 대부분의 시군이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천안의 경우
타 도시에 비하여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그 만큼 설립
될 확률이 낮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충남에서 사회적 기업의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은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직설립 면에
서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형태는 개인사업자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의 애로 사항(주로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차
이를 보이지 않으나, 계룡, 금산, 서천, 청양에서 상대적으로 인력 모집에 어려
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직 설립에서와 같이 개인사업자 형태
의 사회적 기업이 경영에서도 애로사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판매 측면에서의 애로 사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많지 않
는데, 금산, 서천, 청양이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판매 애로사항이 적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천과 청양은 조직, 경영, 판매 등 모든 항목에서 천
안에 비하여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적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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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른 기업형태보다 애로사항이 높다고 말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표 8> 사회적 기업의 애로사항 추정결과
구분

조직

경영

판매

여성

-1.050(0.856)

-0.186(0.428)

-0.262(0.399)

나이

-0.036(0.052)

0.016(0.023)

0.006(0.022)

생존기간

-0.127(0.155)

-0.040(0.080)

0.041(0.070)

지역 공주시

1.438(2.329)

-0.910(0.830)

-0.968(1.405)

보령시

-1.165(1.274)

-1.147(0.960)

-0.443(0.754)

아산시

-1.906(1.335)

-0.438(0.676)

-0.392(0.658)

서산시

0.930(1.677)

0.951(0.738)

-0.622(0.796)

논산시

-2.403(1.469)

-1.225(0.980)

0.450(1.055)

계룡시

-2.516(1.217)**

-1.630(0.624)**

0.511(0.588)

당진시

-1.360(2.170)

-0.028(0.811)

0.105(0.728)

금산군

-2.730(1.676)

-1.508(0.623)**

-2.232(0.716)**

부여군

-1.999(1,141)*

0.305(0.625)

0.120(0.593)

서천군

-3.108(1.071)**

-1.775(0.603)**

-2.166(0.601)**

청양군

-3.577(1.297)**

-2.031(0.715)**

-1.279(0.636)**

홍성군

-5.223(1.969)**

-0.518(0.853)

-0.561(0.809)

예산군

-4.025(1.633)**

0.772(2.301)

0.330(1.083)

태안군

-2.584(1.559)*

-1.610(1.645)

0.415(0.645)

형태 재단법인

-6.675(4.842)

-1.205(0.883)

0.626(1.103)

영농조합

0.310(1.100)

-0.535(0.671)

-0.289(0.684)

주식회사

0.782(1.031)

0.104(0.602)

0.124(0.595)

협동조합

0.019(1.204)

-0.604(0.621)

-0.590(0.616)

개인사업자

3.819(1.325)**

1.260(0.754)*

0.868(0.855)

상수

23.938(2.790)**

10.636(1.377)**

10.986(1.224)

R-squared

0.318

0.262

0.285

표본 수

119

119

119

주: 괄호안의 수치는 robust 표준오차이며, **는 95%, *는 90% 수준에서 유의.
지역의 기준은 천안시이며, 사회적 기업의 형태의 기준은 사단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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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기술발전,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으로 일자리 부족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
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그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기술진보는 특히 저숙련, 단순반복적인 직업을 기계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질 전망이며,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소외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기업을 앞
으로 더욱 더 확산시킬 전망이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보조금을 낭비한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되고 있
다. 이는 기존의 학술적 연구에서도 밝혀졌을 뿐 아니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
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종단면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는 충남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과 2016년 사이 어떤 변화를 거쳤
는지 분석하고 있으며, 2016년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하여 현재 충남의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평가
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충남의 사회적 기업은 그리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
다. 2013년 말에 사회적 기업이었던 133개는 2016년 9월에 68개만이 사회적 기
업으로 남아 있어 약 51%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사회적 기업에서 이
탈한 기업이 일반 사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받는 목적이 사회적 가
치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때 사회적 기업에
서 49%가 이탈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정부보조가 낭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Kaplan-Meier 생존함수를 추정한 결과, 여성 대표자의 생존율이 높고, 영농법
인의 생존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 대표자가 종업원 수나 매출액 면
에서는 그리 좋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여성 대표자가
자질 면에서는 잘 선택되고 있지만 인증이후 재정, 경영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 사회적 기업의 대표가 인증된 후 이들이 기업으
로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영농법인의 생
존율은 낮지만 살아남은 기업의 종업원 증가율은 높다. 하지만 매출액 증가가
크기 않기 때문에 1인당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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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회적 기업 인정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충남의 사회적 기업은 성과관리 및 지식관리 시스템,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
직원 채용 시스템, 상품/서비스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나 종업원에 대한
임금 및 복지, 그리고 마케팅 능력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
역간, 기업형태간 경영 역량에 차이가 큰 데, 천안에 비하여 타 지역의 경영역량
이 떨어지고, 사단법인에 비하여 다른 기업형태가 역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생존)기간이 길수록 경영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 이는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충남 소재 사회적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조
직 설립, 운영, 판매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
려움의 정도를 보면 판매, 경영, 조직설립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애로사항에 있
어서도 지역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다른 기업형태보다 개인사업자로 운
영되는 사회적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사회적 기업의
설립, 인증 뿐 아니라 그 이후의 효과적인 정부지원이 중요하다. 특히, 대표자가
여성일 경우, 설립 후 생존기간은 남성에 비하면 길지만 성과는 좋지 못하다. 따
라서 이들의 사회적 기업 인증 후 후속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영농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존한 영농법인의 경우
종업원 증가율이 타 형태의 사회적 기업보다는 높지만, 매출액 증가율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진정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영농법인의 종업
원 증가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이용하여 정부 보조 인력
만을 늘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 기업의 경영 역량이나 어려
움을 느끼는 정도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 지역의 환경이 달
라서일 수도 있고, 시나 군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
다. 충남은 북부권과 남부권의 지역 간 격차가 크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과 지원
에 있어서도 지역간 특색을 반영하고 그에 맞은 지원을 제공해야만 사회적 기업
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본 연구가 사용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충남의 사회적 기업의 생존과 성과
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지만,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즉, 종업원 수나 매출액의 성장에 대한 판단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 이 부분
에 있어서는 표본선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본 수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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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지 않은 것과 선택함수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처
리하지 못하고 분석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추후 충남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료가 사용가능하게 되거나, 충남 소재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가 축적될 때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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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2013년 충남 사회적 기업의 매출액 분포
매출액(백만 원)

기업 수

기업 비중(%)

0~50

35

26.3

51~100

22

16.5

101~150

16

12.0

151~200

11

8.3

201~250

5

3.8

251~300

3

2.3

301~350

2

1.5

351~400

2

1.5

401~450

3

2.3

451~500

2

1.5

501~550

2

1.5

551~600

1

0.8

601~650

1

0.8

651~700

2

1.5

701~750

1

0.8

751~800

1

0.8

801~900

1

0.8

1000+

11

8.3

누락

12

9.0

합계

13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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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2013년 충남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기업체당 평균종업원 수, 평균매출액
지역

평균종업원수(명)

평균매출액(백만 원)

천안시

15

359.3

공주시

8

136.6

보령시

12

159.0

아산시

8

110.1

서산시

19

1284.4

논산시

12

1816.0

계룡시

8

61.0

당진시

10

27.0

금산군

6

65.0

부여군

10

890.8

서천군

8

72.6

청양군

15

914.3

홍성군

17

427.9

예산군

6

66.5

태안군

8

338.5

<부표 3> 2016년 충남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기업체당 평균종업원 수, 평균매출액
평균 종업원 수 (명)

평균 매출액 (백만원)

천안시

13

662

공주시

9

694

보령시

4

243

아산시

6

288

서산시

7

167

논산시

11

1,228

계룡시

17

193

당진시

15

365

금산군

5

294

부여군

13

350

서천군

10

228

청양군

10

200

홍성군

10

920

예산군

8

858

태안군

10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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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rvival and Growth of Social Enterprises
- The Case of Chungnam Province Woo-Yun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Kongju National University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is study examines the survival and growth
of social enterprises using a longitudinal analysis. In particular, we analyze what
kind of changes the social enterprises underwent between 2013 and 2016, and
presents the difficulties they are experiencing while operating their companies,
based on the 2016 survey which was conducted by the Chungnam Research
Institute. We show that the social enterprises in Chungnam was not so successful
in that only 51% of 133 social enterprises in 2013 survived in 2016. Given
that government subsidies to social enterprises are to achieve social goals and
to provide jobs to socially exclusive people, 51% of success rate implies that
a lot of subsidies are wasted without fruits.
In addition, Kaplan-Meier survival functions indicate that female CEOs of
social enterprises last longer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and the survival rates
of social enterprises based on agriculture are lower than other types of social
enterprises. Also, we show that management abilities and difficulties vary a lot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social enterprises in Chungnam province. Therefore,
local government policies on certification and subsidy for social enterprises must
reflect on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local markets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success of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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