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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에서 마케팅 분야의 개념화 부족에 따른 문제 인식과 함께 마케
팅 역할에 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
적기업에서 마케팅 지식 기반의 기존 주요 동향 및 문제점과 차이를 파악하고, 지속가능
성을 위한 경로로서 마케팅의 역할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국내 및 국외
학술지와 책을 검색하여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적기업 마케팅 관련 문헌 총 37편
을 선정한 뒤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마케팅 방법을 분석하여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사회
적기업의 마케팅은 기존 영리 조직에서 채택한 마케팅 실무와 비교할 때 다른 문제와 도
전 과제들이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기업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다
양한 기대를 해결해야만하고, 이는 곧 이들 기업에게 문제를 야기 시킨다. 또한 마케팅
리소스 제약, 마케팅의 기존 사고방식 및 마케팅 기술 부족 등은 사회적기업에 마케팅 실
무에서 영향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경
영을 위해 가치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마케팅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모델과 방
법을 탐구하는 개념적 틀과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가 사회적기업에서 마케팅과
관련한 기존 문헌을 규명하고 분석하는 첫 번째 시도라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마케팅 유
형이 사회적기업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마케팅 실무자와 정책입안자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ㆍ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연구 결과를 제공한다. 이
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이해하고 실행하여 보다 더 나은
성과와 수익을 창출하는 분석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사회적기업 마케팅,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마케팅 지향성,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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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실업과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에 대
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사회적기업은 이
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국가와
시장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해되고 있다(강병준,
2011).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기업은 최초 2007년 55개를 시작으로
약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3,125개가 인증되었으며, 이중 499개 기업이 폐업 등의 사
유로 반납 또는 취소처분을 받아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2,777개 기업이 활동
중에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또한 인증 대비 활동하는 기업 수를 생존율
로 보았을 때,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약 84%의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직간접지원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이
인건비,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재정 지원 등에 쏠려 있어 사회적기업의 정부 의존
성향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양적팽창은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이
와 같은 경우 고용이 늘어나게 되고 경제의 비중이 높아져서 점유율은 높아질지 모르
지만,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
려가 있다. 이러한 비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며,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성
과 간의 선순환 작용이 활발해야한다(Wheeler et al., 2005).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기술적 한계로 인해 폐업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종료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기
업들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입법조사처, 2014). 또한 사회적기업은 정부지원
을 통해 일정기간 후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
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충분한 경제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조상
미ㆍ정선희ㆍ김재신, 2017).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정부의 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판매에 따른 경영 실적과 직결된 마케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 개념에 대해 영국의 DTI(Department of Trade & Industry)에서는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목적과 관련된 마케팅의 확실한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
라, 사회적 목적과 관련된 노력과 이러한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마케팅 부문과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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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논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보다 더 나은 성과
와 수익을 창출하는 분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가 가져온 사회문제 해결
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목적을 실현하는 지속가능성을 제시하고자한다. Emerson과
Twersky(1996)가 논의한 사회적기업은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지속해서 향상시키는 경
영 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가치와 성과를 창출
해 줄 수 있는 마케팅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모델과 방법을 탐구할 수 있는 개
념적 틀과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문헌은 마케팅 리소스 제약, 기존 사고방식, 마케팅 기술 부족 등의 마케팅
지향성 부족이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실무에 있어서 제한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다(Kannampuzha & Suoranta, 2016).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위해서 많은 사회
적기업가들은 비용 효율적인 마케팅 기술을 활용하여 생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에서 마케팅에 관한 기존 연구문헌을 규명하고 분석하는 첫 번째 시
도이며,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는 질적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마케팅 개
념 사용에 대한 비판적 통찰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현황
1)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기관과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OECD
(1999)는 기업가 정신 아래 조직되고 사회적ㆍ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으로써 빈
곤층의 훈련을 통한 노동시장의 재통합과 재화와 서비스를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추
구하는 조직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목
표로 이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긍정적이고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을 창출
하면서 수익성과 번영을 위한 충분한 가치를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antos
et al., 2015).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
고 이를 위해서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기
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
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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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기업, 협동조합, 자선단체, 주식회사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국가별로
도 정의나 정책지원 수단도 다양하다(지용승, 2021).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Spear & Bidet, 2005).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운영을 통해 스스로 지속성을 추구하는 고유한 유형의 조직
이다(Battilana & Dorado, 2010; Peredo & McLean,2006). 한편 지나치게 수익성
의 추구를 제한할 경우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임백현 외, 2009).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그리
고/또는 환경적인 문제들을 식별하고 기업가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Hackett,
2016; Mair et al., 2012).

2) 사회적기업의 현황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영국 사회적기업 연합조직(Social Enterprise
Coalition)은 다음과 같이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SEC, 2003). 첫째, 사회적기업은 기
업 지향성(enterprise orientation)을 추구하면서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의 시장 판매
등 시장에서의 경쟁을 지향한다. 둘째, 사회적 목적(social aims)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교육, 훈련, 지역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명백한 사회적 가치를 가진
다. 셋째, 사회적 소유(social ownership)의 성격을 지니면서 이것은 소유구조가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에 기반을 두는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이익은 이해당사자 그룹에 분배
되거나 또는 지역사회에 재투자를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사회적기
업은 소유주나 주주의 수익이 아닌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
회적경제의 운영자이면서 또한 기업가적이며 혁신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재화와 서비스
를 공급하며 이익을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조영복, 2011).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영리형태로 민법상 상법
회사가 1,622개(61.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협동조합이 221개(8.4%), 농(어)업회
사법인이 105개(4.0%), 영농(어)조합법인이 98개(3.7%)로 그 수가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영리형태는 민법상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이 276개(10.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사회적협동조합 152개(5.8%), 사회복지법인 78개(3.0%), 비영리민
간단체 72개(2.7%)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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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별 현황(2020년 기준)
영리 2.046개소(77.9%)
상법상
회사
1,622
(61.8%)

농(어)업 영농(어)
회사법인 조합법인
105
(4.0%)

98
(3.7%)

비영리 580개소(22.1%)
협동
조합

민법상
법인

221
(8.4%)

276
(10.5%)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협동 기타법인
민간단체 법인
조합
및 단체
72
(2.7%)

78
(3.0%

152
(5.8%)

2
(0.1%)

출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김진영ㆍ서지애(2020) 자료를 재정리

2021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인증기업 중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일자리제공형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 2846개의 사회적기업에서 3
만 3435명(60.5%)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회
적기업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이 1,740개(66.3%)로 가장 많으며, 기타(창의ㆍ혁신형)
341개(13.0%), 혼합형 197개(7.5%), 지역사회 공헌형 184개(7.0%), 사회서비스 제공
형 164개(6.2%)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사회적기업 유형별 현황(2020년 기준)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ㆍ혁신)형

1,740
(66.3%)

164
(6.2%)

184
(7.0%)

197
(7.5%)

341
(13.0%)

출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김진영ㆍ서지애(2020) 자료를 재정리

정부의 진출분야 다각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및 도소매 등 소규모 서비스업
중심으로 진출업종ㆍ분야가 제한적인 상황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 사회적기업의
분야별 현황은 문화ㆍ예술 부분이 272개(10.4%), 교육 239개(9.1%), 청소 236개
(9.0%), 사회복지 125개(4.8%), 환경 120개(4.6%), 간병 및 가사지원 95개(3.6%), 관
광ㆍ레저 64개(2.4%), 보건 17개(0.6%), 보육 15개(0.6%), 산림보전 및 관리 12개
(0.4%), 문화재 10개(0.4%), 고용 10개(0.4%)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 고용노동
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 근로자 수는 총 5만5252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문화예술, 환경, 도시재생, 교육사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사회에 필
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발표했다(고용노동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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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회적기업 분야별 현황(2020년 기준)
문화
예술

교육

청소

사회
복지

환경

간병 및
관광
가사
레저
지원

보건

산림
보육 보전 및 문화재
관리

고용

기타

272
239
236
125
120
95
64
17
15
12
10
10
1,411
(10.4%) (9.1%) (9.0%) (4.8%) (4.6%) (3.6%) (2.4%) (0.6%) (0.6%) (0.4%) (0.4%) (0.4%) (53.7%)
출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김진영ㆍ서지애(2020) 자료를 재정리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비즈니스, 생산과 소비의 모델을 크게 벗어나 사회적으로 혁신
적인 개발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Layard, 2005). 또한 사회적기업은 주로 자원이 제한
된 환경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기존 자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통 자
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비영리 섹터에서 순수한 사회적 가치
를 목적으로 시작한 사회적기업은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일부 수익 창출 전략을 채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Reis와 Clohesy(1999)는 지역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비영리 조직들은 반드시 전문적인 비즈니스 경영 및 특정 마케팅 기술을
채택하여 서비스 및 제품의 효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이란 사회적기업이 지속해서 유지되면서 사회적기업이 추
구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제공
하거나, 취약계층이나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가를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와 이들 조직이 실제 영리 부문과 비영리 부문 간 어느 정도의
격차를 두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거대한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다(Lyon & Sepulveda,
2009; Defourny & Nyssens, 2010). 특히 Teasdale(2010)은 이 논쟁의 비교 차원
과(영국과 미국) 사회적기업의 지형 변화에 대한 논의를 연구해왔다. 오늘날 사회적기
업은 사회적 가치창출의 신규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의 효율적
인 생산과 마케팅을 통하여 균형적인 경제 사회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이덕수,
2016).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한 사회적ㆍ경제적 가치의 기여라고 하는 이중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Emerson & Twersky, 1996). 따라서 사회적기
업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통합이 이윤을 만들어내면서
사회적 가치 증진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Battilana et

al., 2012; Hardings 2004). 이것이 곧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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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많은 사회적기업 경영자들은 사회적ㆍ경제적 성과의 우선 순위에서 불균형을 야
기할 수도 있고, 종종 민간 영역의 비즈니스 기술을 실제로 적용한 경험이 제한적이고
이중적 목적을 충족시키기에는 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공익적 마인드
와 이윤 추구 동기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 즉,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간 융합’
이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며, 이것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
(Boschee, 1998; 서정욱ㆍ김보경, 2015; 장용석 외, 2015). 이상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위하면서도 기업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때, 지속가능
성을 담보할 수 있다(이은선, 2015; 정규진 외, 2013).
최근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 또는/그리고 영리부
문에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원이 제한된 환경과 사회적 배제에 따른 도
전을 상대로 기존 영리 기업들처럼 사회적기업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야하는 경
우에 마케팅에 대한 혁신적인 기업가적 접근 방식을 수용해야한다. 기업가정신의 이론
과 실천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회적기업은 혁신적인 마케
팅 전략을 통해 영리부문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따
라서 사회적기업에서 마케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조절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3.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1) 사회적 마케팅
전통적 마케팅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교환과정을 통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모
든 활동이라고 흔히 정의된다(Kotler & Keller, 2008). 그러나 환경이 변화하고 경쟁
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현대 마케팅 정의는 소비자의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미국마케팅협회(2007)에서는 마케팅은 시장에서의 생산, 광고,
유통, 제품의 거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고객, 관계자, 사회 등의 다양한 기업 이해 관
계자들의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마케팅의 기본 역
할은 생산에서 판매, 그리고 구매까지의 전체 활동 과정이라고 한다면 사회 및 경제 환
경을 반영하는 시장상황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초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마케팅 방안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사회적 마케팅 접근 방식은 주로 고객 참여의 광범위한 측면이 아닌 공공보건인
식 캠페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으로 활용되었다(Roccelia & Ward, 1984). 사
회적 마케팅은 다양한 사례와 상황에서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사회적 마케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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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시각은 사회적 마케팅 접근 방식의 초점이 개인 행위의 변화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마케팅의 접근 방식은 상위 영역(upstream)의 접근 방식 개념을 취하
고 있다. 즉 이는 개인의 행동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대상 고객이 살고 있는 법, 태도,
문화규범 등의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Lefebvre, 2011). 이러한
개념화의 방향은 조직의 전략 수립을 위한 지침으로서 보다 전략적인 환경에서 사회적
마케팅 접근 방식을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특정 대상을 위한 접근 방
식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Lefebvre(2009)은 사회적 마케팅이 사회적 문제와 원인에 대한 마케팅 원리를 적용
함으로써 오랫동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좌절시켰던 사회 문제들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개발하기 위한 구조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정의한다. 사회적 마
케팅의 개념은 마케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대상과 일반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마케팅 노력을 의미한다
(Madill & Ziegler, 2012). 즉, 개인이나 사회의 이익을 위해 행위들을 변화시키거나
변경하도록 설계된 마케팅 프로그램을 사회적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Andreasen &
Kotler, 2003). 또한 상업적 마케팅에서 사회적 마케팅 캠페인의 경계를 개발하기 위
해, Andreasen(2002)은 법적으로 사회적 마케팅 구분에 속할 수 있는 마케팅 접근 방
<표 4> 사회적기업의 4P 마케팅 프로그램
구분

일반기업

사회적기업

제품(Product)

∙
∙
∙
∙

품질
디자인
브랜드 네임
포장(패키지)

∙ 의미
∙ 공동연구개발

가격(Price)

∙
∙
∙
∙

가격, 수익률
고정가격제/변동가격제
가치(정서) 중심
고객 중심

∙ 적정가격
∙ 고정가격 지향

유통경로(Place)

판촉(Promotion)

∙ 제품 포지셔닝: 타겟/가격/이미지

∙ 정책 입법 제안: 우선 구매제도
∙ 유통 채널 개발

∙
∙
∙
∙

∙
∙
∙
∙

판매중심
대중매체
인터넷, SP, 이벤트 등
소셜 미디어

판매에서도 사회적 책임 중시
소비자에서 이용자
탄소배출량
생산과정과 정보 공유

출처：한국사회적기업지흥원(2020) 자료를 재정리, Bod 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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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인식하기 위한 비교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안했다. 첫째, 마케팅 프로그램의 목
표는 자발적 행위 변화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마케팅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대상
자 조사를 활용해야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마케팅 프로그램은 대상자를 세분화하
여 진행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모든 마케팅 전략의 핵심 요소는 대상자에게 매력적이고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교류
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마케팅 전략은 기존 마케팅 믹스의 모든 제품(Product), 가격
(Price), 유통경로(Place) 및 판촉(Promotion) 등의 4P를 활용한다(한국사회적기업진
흥원, 2020). 반면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프로그램은 <표 3>에서 나타나듯이 제품에 대
한 의미, 적정가격, 사회적 책임 중시에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제품에 대한 유통
경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존 기업들의 제품과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약 요건들이 정부의 의존성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마케팅 프로그램이 단순히 광고나 커뮤니케이션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마케팅 프로그램은 요구된 행위에 직면한 경쟁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케팅 프로그램이 사회적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의 모든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을 사회적 마케팅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Andreasen, 2002). 소셜 광고 담당자는 사회
적 마케팅 보다 소셜 광고를 너무 자주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소셜 광고의 빈번
한 실패는 사회적 영역에서 독점, 정보의 유도 및 보완의 조건들이 부재하거나 부족함
때문일 수 있다(Lazarsfeld & Merton, 1971). 광고의 성공 여부는 제품, 장소, 판촉,
유통 등의 개발에 달려있다. 이러한 개념은 재정의 되었고 사회적 원인에 따라 크게 적
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tler & Zaltman, 1971).
Kotler와 Zaltman(1971)은 특정 사회 문제에는 대중의 관심과 지원을 얻기 위해
혁신적인 솔루션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적 원인은 마케팅적 사고와 계획
을 통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otler와 Zaltman(1971)은 사
회적 마케팅과 비즈니스 마케팅 사이에는 충분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일부 핵심 신념과 가치를 다루는 반면 비즈니스 마케팅은
종종 피상적인 기업 또는 제품의 선호도와 의견을 다루고 있다. 사회적 마케팅의 영향
력과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에 관한 더 많은 도구와 개념을 적용해야만 학
습할 수 있다.

2) 사회적기업의 가치(value) 창출 마케팅
Omura et al.(1993)은 사회적기업가정신과 마케팅 모두 역동적인 환경 속에서 기
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ollinson과 Shaw(2001)는 기업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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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케팅이 일반적으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본질적으로 기회를 포착하며 경영에 대
한 접근 방식에서 혁신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가
형 벤처는 시장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관계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으며(O’Donnell et al., 2001; Shaw, 2002), 이는 신제품, 신공정, 신사업,
신시장을 개척하는 기업가형 벤처 경영에서 마케팅이 아주 중요한 영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구매자, 공급자 및 기타 공급 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역량은 기업가형 마케팅 관리자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Carson et al.,
1995; Hill, 2000). 또한 기업가정신과 마케팅 사이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지
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Fillis, 2000; Stokes,
2002). 비록 기업가형 마케팅에 관한 지식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Bjerke & Hultman,
2000), 여전히 기업가형 마케팅 분야는 마케팅 이론과 실무에 있어 중요한 발전으로
진화하고 있다(Shaw, 2004).
최근 문헌들에서 중소기업의 기업가적 마케팅 위치와 경영은 사회적기업에 적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Shaw, 2004; Bjerke & Hultman,
2002; Carson et al., 1995). 중소기업의 기업가적 마케팅 활용은 계획되지 않고 임
시방편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거나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접근 방식과 유사하게 의식적
인 마케팅 결정 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Madill & Ziegler, 2012;
Shaw, 2004; Bjerke & Hultman, 2002; Carson et al., 1995; Carson & Cromie,
1989). 즉 지역 내에 존재하는 내재성과 비영리 지향성이 기업가형 마케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haw, 2004).
사회적기업 역시 기존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지속가능
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서 마케팅은 기존 기업 마케팅과 몇 가지 특
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ㆍ경제적 목적은 기업가정신
이론과 실천에 대한 마케팅 접근 방식의 혁신성을 기반으로 취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의 마케팅 접근 방식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시장 부
문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기업가의 어려운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과
정은 사회적기업이 전략적 마케팅 계획을 개발할 때 중요도가 높아진다(Boschee,
2006).
비영리 조직 마케팅은 미국의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발전되어 왔다
(Kotler, 1979; Kotler & Andreasen, 1996; Drucker, 2001). 대부분의 문헌들은
비영리 조직이 마케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주로 기금 모금이나 홍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Kotler, 1979; Akchi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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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들은 비영리 조직에 대한 시장 지향성의 중요성에 대해 제한된 이해를 발
견할 수 있다(Vazquez et al. 2002). Kotler(1979)는 비영리 조직이 서비스 맥락에서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고, 마케팅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 명확한 이해가 부족
하여 주로 영업이나 판촉 활동에 그들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
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 조직들에 대한 문제인식과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
여 비영리 조직의 모금 활동을 위한 관계 마케팅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조직 상황에 맞
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Macmillan et al. 2005). 즉, 비영리 조직은 보다 더 광범위
한 마케팅 문헌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은 순수한 비영리 조직에서 영리 조직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 형
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Kerlin, 2006).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기업이 주
로 비영리 부문에 위치하고 있지만(Lindsay & Hems, 2004; Peredo & McLean,
2006; Austin et al., 2003), 또한 영리 부문에서도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icholls,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헌들에서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제3섹터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채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사회적기업의 하이브리드적 특성
은 다양한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제안되고, 설명 및 수용되어오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사회적기업을 하이브리드적 접근으로 새로운 해법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Dees, 1998; Townsend & Hart, 2008; Peredo & McLean, 2006; Mair &
Marti, 1987; Defourny & Nyssens, 2006; Martin & Osberg, 2007; Short et

al., 2009; Dart, 2004).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는 조직 형태의 특성과는 상관없
이 몇 가지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기업의 주요 목표를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과는 별개로 동시에 이런 조직 유형들에 전략적 경영을 위한 몇
가지 뚜렷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
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전략적 운영 결정을 취하는 동안 종종 긴장을 유발한다는 것이
다(Tracey & Jarvis, 2007; Boschee, 2006).
마케팅을 포함한 비즈니스 경영 원리의 광범위한 적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이
사회적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Shaw, 2004; Bull and Crompton, 2005; Bull, 2006; Chew and Osborne, 2008).
Shaw(2004)는 사회적기업 맥락에서 마케팅을 탐구하고 이것이 기업가형으로 인정해
야하는지 아니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부문별 요인, 즉, 지역 내재성, 비영리 지향성, 사회적 배제에 의해 제
기되는 도전들을 설명하였다(Shaw, 2004).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활동은 거의 계획되
지 않았고 종종 무의식적으로 수행되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회적기업가들은
본질적으로 기업가적인 성향이거나 마케팅이 환경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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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략으로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Bull과 Crompton(2005)에 따르면, 마케팅 접근 방식이 실제로 사회적기업에 존재
하고 있지만, 마케팅에 전념하기에 그 효과는 자원부족으로 인해 제한적이었다고 주장
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계획한 마케팅 전략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사회
적기업 내에서 마케팅에 대한 초점은 경쟁력 우위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Bull, 2006).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생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있어
경영이 중요한 측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마케팅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
는 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거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기업구성원, 고객, 지역공
동체 전체의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고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사회적 마케팅 적용 사례
일부 연구에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마케팅을 고려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
이디어로서 마케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따라서 사회적기업가정신 영역에 마케팅
이 큰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Madill & Ziegler, 2012). 최근 연구 보고
서는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의 핵심 성과 요인을 결정하는데 Boyer et al.
(2008)은 제품 또는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마케팅 지식이 사회적기업의 확장을 위한
적극적인 요소로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최근 사례 분석에서 Oprica
(2013)는 사회적기업이 소셜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접근 방식을 통해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
축했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Boyer et al.(2008)은 사회적기업가의 마케팅 기술의 부
족은 기업이 구매자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 마케팅에 대한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인
하여 창업의 어려운 측면 중 하나로 언급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Andreasen과 Kotler(2003)의 사회적 마케팅 프로그램 기준은 캐나다 ‘One Drop’
기업의 사례 연구에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마케팅 활동의 많은 요소를 활용하고 있음
을 발견했다. 캐나다에서 사회적기업이 어떤 마케팅 지식없이도 활용했던 것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핵심 성과 요소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Boyer et al.
(2008). 따라서 마케팅 지식의 부족은 사회적 마케팅 요소의 채택에 강력한 장애 요소
로 작용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기업은 공식적 학문 지식 없이도 사회적 마케팅 접근 방
식을 채택할 수 있다(Madill & Ziegler, 2012). 이는 사회적기업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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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선정 기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적기업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된 마케팅 관련 문헌을
분석하기 위해 국외 연구는 Emerald Insight에서 발행하는 Marketing Intelligence
& Planning, Social Enterprise Journal, Journal of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Journal of Social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 Public Sector Marketing과 ELSEVIER에서 발행하는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California Management Reivew 등을 살펴보았다. 국내 연구
는 사회적기업과 마케팅 분야를 대표하는 사회적기업학회와 한국마케팅학회와 더불어
마케팅관리연구를 포함하였다. 국내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므로 사회적기업 학회 분야 학술지 2개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관련 책들을 추가하여
문헌을 선정하였다.
국내 학술 연구가 부족하여 논문 검색을 위해 국내 학술DB/전자저널 DBpia, E-article,
KISS에서 ‘사회적기업 마케팅’, ‘사회적기업에서의 마케팅’,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전
략 및 실천‘을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국외 학술논문을 검색하기 위해 ScienceDirect,
EBSCOhost, emerald insight, ProQuest에서 저널명을 검색한 뒤 개별 학술지에
‘social enterprise marketing’, ‘marketing in social enterprise,’ ‘marketing
strategy and practice in social enterprise’를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위의 검색어
를 사용하여 검색된 논문은 국내 12편, 국외 450편이었으나, 중복이 되는 논문, 사회
적기업 마케팅과 관련이 없는 논문, 2000년 이전에 발행된 논문, 비영리 및 중소기업
의 사회적책임과 관련된 논문,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성공요인에 마케팅이 제시된 논문,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과 가치소비와 관련한 문헌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발표된 사회적기업 마케팅 관련 논문을 검색한 결
과 최종적으로 37편의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연구문헌 분석 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과 이들의 명확한 마케팅 지
향성의 실행에 있어 마케팅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다. 특히, 질적 연구는 다수의 변수
관계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과정과 실행을 탐구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자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실제 환경을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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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Patton, 2009; Liamputtong, 2009). 둘째, 연구자가 주요 행위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인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어떻게 구성하고 현실을 이해하
면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Denzin & Lincoln, 1994;
Silverman, 2010). 마지막으로 문헌 연구는 특히 질적 연구를 통해 개념적 이해를 돕
고 경험적 증거로부터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Eisendhardt, 1989; Yin, 2009).
사회적기업 마케팅 연구의 경우 많은 기존 연구들이 단일한 분석방법을 사용하기 보
다는 개념화, 인터뷰, 사례연구, 설문조사, 근거이론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함께 사용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3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국내외 사회적기업 마케팅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 국내외 연도별 사회적기업 마케팅 관련 연구 현황, 분석방법을 범주
화하는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기업 마케팅 개념을 세부적으
로 분석하여 문헌에서 사용한 방법을 유형별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 결과
1) 마케팅 전략 및 마케팅 지향성
사회적기업은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마케팅 도구를 활용하고자하면서도
이에 대해 필요한 기술들이 부족하다(Boschee, 2006; Bull, 2007; Madill & Ziegler,
2012; Peattie & Morley, 2008).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은 종종
잘못된 가격 전략이나 포장에 대한 인식 부족과 낮은 수준의 소비자 관계성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종종 기업들의 제안을 홍보하는데 있어
시장조사, 브랜드 구축 및 고객 관계 관리 등과 같은 다른 중요한 단계를 불균형적으로
집중하고 간과하기도 한다. 판촉 활동에 대한 편견은 종종 사회적기업으로 하여금 타깃
시장과 마케팅 계획을 식별하는 전략적 접근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Varadarajan,
2010).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실무는 일반 기업들과는 다르다(Shaw, 2004). 사회적기업은
비용 효율적인 기업가형 마케팅(entrepreneurial marketing) 도구를 채택하여 고객
들과 소통한다(Gökbulut, 2013). 이러한 상향식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의 개
인적 네트워크나 초기 고객 기반으로 시작하여 구축한 다음 점진적으로 성장한다
(Ionita, 2012). 또한 고객 만족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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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타깃 집단에서 좋은 평판과 고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마케팅의 필수적인 부분이며(Facca-Miess and Santos, 2014), 사회적기업이 시장의
정보를 수집하는(Singh et al., 2015), 마케팅 지향성(Kannampuzha & Suoranta,
2016)에 도움이 된다.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은 사회적기업가가 대상 고객과 소통하면서 저
비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저비용 매체로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Madill et
al., 2010; Wong and Tse, 2016). 또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회
적기업들에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마케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박철, 2017).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처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홍보하고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마케팅 접근 방
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다(김연아, 2014). 즉 사회적기업은 저비
용 마케팅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브랜드 구축에 큰 미디어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그들
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실행할 수 있다.
비영리 배경을 가진 많은 사회적기업가들은 사회적기업이 자선의 특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공식적인 마케팅 실무를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Bull, 2007; Mitchell
et al., 2015). 사회적기업가들은 마케팅 활동을 과도한 사업 지향적이고 사회 복지의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Bull, 2007). 이들 중 일부는 마케팅에 대한 과도
한 지출이 직원, 자원봉사자, 기부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기부자들은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노력을 기업들이 이미 사
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 자금 조달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 배경에서 비롯된 기존의 사고방식은 사회적기업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또 다
른 이유이기도하다(Powell & Osborne, 2015; Sunley & Pinch, 2012).

2) 마케팅 리소스 관리(Marketing Resource Management)
사회적기업가는 숙련된 인력 부족, 마케팅 전담 부서 및 투자할 적절한 재정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마케팅 활동을 채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Bull & Crompton,
2006; Roundy, 2017; Mitchell et al., 2015, 2016; Satar et al., 2016). 또한 사
회적기업들은 적은 보조금을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자원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Andreasen et al.,, 2005).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은 종종 자신들
의 사회적 가치를 홍보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위치를 강조한다
(Battilana & Dorado, 2010).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매력적인 보수를 제공하지 못하
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인재를 동원하고 확보할 수 없다(Doherty et al., 2014). 이
처럼 사회적기업은 적적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부문 내 구직자들의 부재로 인한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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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장애물이 나타나고 있다(박대석, 2013). 따라서 적절한 자원을 활용할 수 없어
적극적인 마케팅 운영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3) 마케팅 믹스(Mix) 운영
사회적기업의 조직 및 제품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있어 마케
팅의 핵심적인 기능이다. 대상 수혜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들의 이점을 간혹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Singh et al., 2015). 따라서 잘 구상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사회
적기업은 대상 고객들에게 인식을 구축하고 기업이 가진 혁신적인 솔루션을 확산시킬
수 있다(Bhattacharya, 2013; Roundy, 2017; Sigh et al., 2015; Sutton et al.,
2018)).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기업이 그들의 제품으로 사회적 임팩트를 강조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상쇄하는데 도움을 준다(Sutton et al., 2018;
Wong & Tse, 2016). 따라서 대상 커뮤니티의 지역 문화에 맞춰 조정된 커뮤니케이
션 과정은 고객들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제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Singh
et al., 2015).
다양하고 종종 상충된 권한을 가진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들
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은 여러 기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engagement)를 얻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
이다(김연아, 2014; Hamby et al., 2017; Liu et al., 2015; Mitchell et al., 2016).
이러한 경쟁적인 기대는 오히려 사회적기업가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회적ㆍ경제적 의무에 걸쳐서 확장되고 있는 그들의
필요와 기대를 예리한 눈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오단이ㆍ최칠성, 2021; Jenner &
Fleischman, 2017).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접근 방법은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다른 마케팅 접
근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고객의 구매 또는 지불 능력에 따라 가
격 책정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다(Mendoza-Abarca & Mellema, 2016; Singh et

al., 2015).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은 부유한 환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소외된 지역에 의료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Rangan & Thulasiraj,
2007). <표 4>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3가지 범주에 관한 설명과 포함되는 분석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며 관련 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케팅의 주요 논제를 나타내
고 있다.

- 92 -

지용승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위한 마케팅 개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표 5> 사회적기업 마케팅의 선행연구 결과
범주

마케팅
전략 및
마케팅
지향성

마케팅
리소스
관리

마케팅
믹스 운영

분석 결과

연구자

∙ 비공식적 접근 방식
∙ 전략적 문제보다는 전술적 측면 강조

Boschee(2006), Bull(2007),
Madill & Ziegler(2012),
Peattie & Morley(2008)

∙ 사회적기업가의 개인적 마케팅
∙ 구전 마케팅
∙ 소셜 미디어 마케팅

Gökbulut(2013), Kannampuzha
& Suoranta(2016), Shaw(2004),
Wong & Tse(2016)
김연아(2014)
박철(2017)

∙ 사업적 제공 및 사회적 제공
∙ 분리 마케팅 전략

Mitchell et al.(2015, 2016),
Roundy(2017)

∙ 마케팅 활용에 대한 거부감

Bull(2007), Mitchell et al.(2015),
Powell & Osborne (2015),
Sunley & Pinch (2012)

∙ 마케팅 활동을 위한 재정 자원 부족
∙ 마케팅 부서 또는 전담 직원 부재

Andereasen et al.(2005)
Bull & Crompton(2006),
Roundy(2017), Satar et al.(2016),
Shaw(2004)
박대석(2013)

∙ 커뮤니티 중심의 혁신적이고 통합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필요성

Bhattacharya(2013),
Roundy(2017), Singh et al.
(2015), Sutton et al.(2018)

∙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기대치를
해결하기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및
가격 책정 전략
∙ 지속가능성 확보
∙ 4P 마케팅 전략

Liu et al.(2015),
Lyon & Sepulveda(2009),
오단이ㆍ최칠성(2021)
김연아(2014)

∙ 잘못된 가격 전략
∙ 가격 차별화 전략

Mendoza-Abarca & Mellema
(2016), Peattie & Morley(2008)

∙ 제품 포장에 대한 낮은 관심
∙ 인터넷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 활용
∙ 인터넷 플랫폼 활용

Peattie & Morley(2008)
Wong & Tse(2016)
Madill et al.(2010)

2. 논의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회적기업 마케팅 관련 문헌 총37편을 검토
한 뒤 사회적기업 마케팅 관련 문헌의 연도별 국내외 연구 현황,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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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등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과 마케팅 전략 및 마케팅 지향성, 마케팅
리소스 관리, 마케팅 믹스 운영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 및 학문적 시사점에 대한 내용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실무의 특성은 일반 마케팅 실무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지향성은 이중적 즉, 사회적ㆍ경제적
목적,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책임 및 마케팅 리소스 제약이라는 세 가지 고유한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1) 실무적 시사점
첫째,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제품과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유익한 제품의 마케팅
에 대해 논의하지만, 여전히 사회적기업의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제품의 마케팅 지향과
리소스 제약을 극복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Cooper, 2000; Garrette & Karnani,
2010). 사회적기업이 광범위한 사회적 및 환경적 혜택이 어떻게 개인과 관련성이 있는
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기업 마케팅의 기능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비자를 위한 가치 창
출의 기회를 식별하고 활용하는 접근 방식인 기업가형 마케팅(Morris et al., 2002;
Kraus et al., 2009)과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기보다 고객이 주목하고 발견
하기를 원하는 인바운드 마케팅(Halligan and Shah, 2010; Lusch and Vargo,
2009)과 유사하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그들의 존재와 가시성을 나타내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개인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상향식 접근 방
식은 마케팅 리소스 가용성이 낮은 소규모 기업에서도 관찰되고 있다(Stokes, 2000;
Viswanathan et al., 2012). 사회적기업은 부분적으로 초기 고객 그룹의 피드백에 의
해 주도되는 상향식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문헌 연구 결과에서 논의된 바와 같
이, 리소스 부족은 마케팅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고객을 넘어 다양한 요구, 기대 및 목표를 가진 여러 이해관계자
를 위한 가치 창출에 집중한다(Bull and Crompton, 2006; Mitchell et al., 2016).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면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
고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적기업은 수익 창출과 사회적 및 환경적 요구를 충
족시키는데 있어 균형 잡힌 행위를 수행한다. 매출 증가를 통해 재정적 이익을 추구하
는 기존의 비즈니스 조직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프로세스는
기업들이 이해관계자의 경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요소를 결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넷째, 기존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도 타깃 고객에 접근하기 위해 유통
채널을 채택한다. 이러한 채택은 종종 임시적이고 계획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기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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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터는 호환 가능한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 네트워크를 찾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은 저
렴하고 편리하며 단순한 채널을 찾는다. 이는 커뮤니티 기반의 채널 활용, 박람회 참
여, 기관 판매 및 온라인 마케팅을 의미할 수 있다(Hockerts, 2006; McKague &
Tinsley, 2012).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영역은 마케팅 채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속가
능한 마케팅 리소스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비즈니스 조직은 수입 및 수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
는 가격 전략을 채택한다(Hinterhuber & Liozu, 2012; Krishnan et al., 1999). 그
러나 사회적기업의 경우 제품 및 생산 과정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책정 구조가
다르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의 제품은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원료나 제조
과정이 윤리적이고 환경적인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생산 공정은 생산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판매 가격을 높인다.
여섯째, 사회적기업은 이중 프로모션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 부분은 판
매 촉진에 전념하지만 대부분은 비사용자가 사회 및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제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한다(Davies et al., 2018). 그
러나 문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제품의 사회적 측면보다 품질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연구에 따르면 일부 고객은 비경제적인 사회적 및 환경적
혜택에도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Drumwright, 1994; Pickett-Baker &
Ozaki, 2008).

2) 이론적 시사점
최근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특성을 이해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채택한 다양한 마케팅 접근 방법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추후 연
구에서 필요한 것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회적기업 마케팅 실무를 비교하여 사회적기업가
와 실무자가 채택한 다양한 마케팅 접근 방법을 구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들
을 통해 여러 형태의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실무에 따른 비교와 차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에서 사회적 및 경제적 측면의 어느 부
분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사회적기업은 차등적
이고 참여 가격 체계를 채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의 가격 전략에 대
한 더 많은 연구와 마케팅 지향의 전략 운영은 흥미로운 논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마케팅 전략 및 지향성 그리고 마케팅 리소스 제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의 프로모션 전략에 대한 추가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ㆍ경제적인 경쟁 측면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이들의 사회적 가치와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믹스 운영 방법
을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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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사회적기업의 마케팅에 대한 대부분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경영자들에 의한 집중적인
홍보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보다 공식적인 마케팅 전략과 계획 및 홍보
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과 기술, 그리고 마케팅 지향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사회
적기업 마케팅의 한계성은 이외에도 가격 책정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 부족, 제품 가격
의 과소 책정 경향, 포장이나 상표 품질 등에 대한 강조 결여,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제품은 차별화하기 쉽지 않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사업
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일반 기업들보다 더 환경
적 제약과 자원의 제약이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처와 더 좋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마케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은 불평등한 입장
에 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대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역할에
서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 간의 주체
적인 커뮤니티 형성이 중요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
의 지속가능한 사회적책임(CRS)이 더 요구되고 있다.
마케팅 분야의 이론과 개념들은 사회적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직의 성장과 발전
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정체성, 관계와 사회적 자본 등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공급자들과의 비교에서 경쟁적인 위치를 강화한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
적기업이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성과 간에 연관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마케팅 적용성의 가능성
을 탐구하며, 마케팅 전략 분야에서 최근에 발전한 주요 이슈들을 탐구하였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국내 사회적기업 분야에서 마케팅 연구는 국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개념을 분석하는데 있어 분석 단위가 다양하고 그 기
준 또한 서로 달라 현장에서 마케팅 실무를 평가하고 중재하는 데에 적용하기에는 여전
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인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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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
어 사회적기업의 영역에서 마케팅 전략에 대한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사
회적기업의 제도적 환경적 요인을 통제하지 않고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총체적으로 고
찰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 좀 더 상세한 마케팅 방
법을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실무적 관점에서 차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목적과 사회 공헌의 중시는 사회적기업이 앞으로의 차별화 및 경쟁 우
위의 근원이기 때문에 좀 더 공식적인 마케팅 문화와 기획 및 홍보 활동 개발의 잠재적
인 이점, 장애물, 전략 등은 앞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분야이다. 또한 생산자로서 사
회적기업을 판매 경로의 역할과 SNS 등을 활용하는 e-비즈니스가 제시하는 잠재적인
기회도 향후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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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Marketing Concepts for
Sustainable Social Enterprise
1)

Ji, Yong-Seu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systematic research by reviewing existing
literature on marketing roles, along with problem recognition due to lack of
conceptualization in marketing of social enterpris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xisting major trends, problems and differences based
on marketing knowledge in social enterprise, and to explore the role of
marketing as a path for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This study searched
domestic and foreign journals and books, selected a total of 37 marketing
literatures of social enterprise from 2000 to 2020, and categorized the marketing
methods used in the literature. As a result, the marketing of social enterprise
suggests that there are other problems and challenges compared to the
marketing practices adopted by existing for profit organizations. Social enterprise
should address the various expectations of stakeholders in a resource-limited
situation, which poses a problem for social enterprise. It is also the fact that
marketing resource constraints, existing marketing mindset and lack of
marketing skills limit the impact of marketing practices in social enterprises.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a conceptual framework and basis for exploring
new models and methods that focus on marketing elements that enable social
enterprises to generate social value and performance for sustainable management.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identify and analyze existing literature
related to marketing in social enterprises. This explains the consequences of
various marketing types on social enterprises, and provides more realistic
research results for marketing practitioners and policy-makers to achieve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which are the dual purpose of social
enterprises. From this perspective, it is a meaningful study in which sustainable
social enterprise understands and implements marketing activities to create
better performance and revenue.
<Key Words> Marketing in Social Enterprise, Sustainable Social Enterprise,
Marketing Orientation, Marke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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