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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리더십이 창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인식이 창업가정신에 조절효과를 줄 것인지를 밝히려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로 구성하여 2015년 8월에 420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SPSS 21.0 통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이었다. 연구문제는 첫째, 초등학생의 리더
십은 창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진로인식은 초등학생의 리더십과 창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인가?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리더십이 창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의 요인이
창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조절변수로서 진로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일부에서만 조절변수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현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적 대안을 찾아 자료를 제공하
고 초등학생의 교육정책에 활용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 초등학생, 리더십, 창업가정신, 진로인식, 조절효과

Ⅰ. 서론

창업가는 창업 과정을 이용하여 자원의 새로운 결합․상업 방
법으로 기존 시장의 균형을 깨는 혁신가로서 창업가정신을

교육부는 올해 9월 개정하는 교육과정의 사회과목 등에 기

새로운 방법에 의해 시장의 균형을 깨고 낡은 방식을 파괴하

업가정신(창업가정신)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는 ‘창조적 파괴’로 정의한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자아성장의

중이며, 초·중·고교 정규 교과목에 창업가정신 교육을 반영시

결정적인 시기에 놓여 있으며(Erikson, 1980; Kwon, 2004)의

켜 2018년도부터 초등학생 3·4학년과 중·고등학생 1학년을 시

연구에서 특히 고학년 시기는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이행기로

작으로 2020년 까지 초·중·고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 실시할

서 리더십을 인식한다고 나타남에 따라 초등학생 고학년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창업가정신이 가

리더십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긍정적인 자아개

장 활발한 나라로 매년 수많은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

념 및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교육적 과제

되면서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해왔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

라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아동들은 리더

이고 창업가정신이 왕성한 곳이며 최근 20년을 국가차원의

십을 인식하고 학교 및 교실 생활 속에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창업가정신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국가 중의 하나인 이스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켜야 하는 시기에 놓여있어 이 시기 아

라엘이 농업국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테크 산업국가로

동들의 리더십 발달이 중요하다(Bass, 1985; Sargent, 1950).

변신한 것도 사회 문화적 특성과 결합된 국가 정책에 의한

Szilagyi & Wallance(198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5,6학년

창업가정신이 발현된 결과이다. Han(2011)에 의하면 창업국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연구가 필요하다로 나타났다. 그

이스라엘은 혁신에 바탕을 둔 창업가정신을 통해 건국 60년

러나 초등학교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초등학교 리더

동안 50배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하이테크 강대국으로 변신했

십 교육 프로그램이 창의성, 리더십 함양 등에 도움이 되는

다라고 했다.

지 등의 연구와 초등 창업가 마인드 교육사례, 창업 관련 프

Schumpeter(1934)는 창업가정신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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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사례 등의 연구는 다수 있으나 리더십이 창업가정신

회자되는 말이다. 모두가 바라는 사회 최강의 조직을 만들

에 미치는 영향 및 진로인식에 따른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가

수 있는지 여부가 전적으로 리더십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없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이고

(Han,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

Posner(1999)는 리더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들에게

동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창업가정신의 상호관련성 및 진로인

얼마나 진심 어린 관심을 쏟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고

식에 따른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한 연구의

Fullan(2001)은 변화의 시대에 리더는 더욱 매력적이 되고 타

목적은 생활의 모든 장에서 요구되며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의 모범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자극해야 한다고 하였

있을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초등학생 스

다. 또한 Fullan(2007)의 연구 결과에서 촉진 요인으로 리더와

스로 진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공유된 리더십은 교사학습공동체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으

Ⅱ. 이론적 배경

로 나타나 변화라는 것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지

2011).

Choi(2015)의

선행연구에서

Kouzes

&

이를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라고 했으며 Siedentop &

2.1 초등학생

Tannehill(2000)은 모든 구성원을 향한 배려와 공정(Caring &

아동의 발달을 성숙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는

십은 학급임원이나 학생회 임원, 스카우트, 재능이 띄어난 몇

Piaget(1962)의

인지이론에1)

Fairness)을 강조하며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했고 열정, 희생,
봉사, 노력, 헌신이 필요하였다. Yang(2010)의 연구에서 리더
의하면 초등학교 시기는 전조작

기에서 조작기로, 즉 구체적 조작기(7∼11세)와 형식적 조작
기(11세 이상)로 넘어가면서 아동의 사고는 급격한 진전을 보
이게 되고 보존개념이 획득되어지며, 내적 표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절하여 지적 사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사물간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고려하여 자신 주위에 있는 구체적 사물
에 관해 보다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
아동의 탈중심화 능력은 향상하며 아동은 좀 더 이타적이
되고 행동과 성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필요를 더 자각
하게 된다. 이 시기의 아동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고려하기
시작하고 관계의 상호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며 또한 ‘어려움
을 당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남의 물건을 취하
는 것은 나쁜 일이다’와 같이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규칙을
내면화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작적 사고를 하는 아동의 도
덕 판단은 상호의 윤리를 반영하는 사회적 성향으로 변한다
고 하였다.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중심성을 극복
하게 되고 초보적 도덕관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변화하게
된다(Kwon, et. al. 2007).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몇 특정인에게 훈련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
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하고 개발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2.3 창업가정신
Han(2011)은 창업가정신을‘불확실성과 위험에 도전해서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간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면 인류의
발전은 창업가정신 발현의 역사이다. 또한 창업가정신이란
불확실한 환경과 변화상황에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혁신적이
고 진취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창업가적 행동을 말한다(Jung
& Kim, 2010; Lee, 2015; Choi, 2015)고 했다. Miller(1983)는
기업가정신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제품시장의 혁
신에 참가하여, 위험한 투자들을 강조하고 적극적 경영을 통
해 경쟁자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여
기업가 정신의 조작화의 범위를 혁신성(Innovativeness), 진취
성(Proactiveness), 위험감수성(Risk-Taking)과 같이 세 가지 차
원으로 나누었다(Roh, 2011).

기인식과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해석하는 시기이다. 또한

2.4 진로인식

이 시기에 공식적인 선거 절차를 통해 리더인 학급임원으로

진로교육은 발달과정에 따라 진로인식(Awareness), 탐색

선출되어 학급어린이회, 자치활동 등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

(Exploration), 준비(Preparation), 동화(Assimilation)단계로 개념

작되며 이러한 활동들은 아동의 자기 개념, 자기존중감, 타인

화할 수 있는데(Brolin, 1995) 초등학교는 진로발달 단계로 보

이해 및 다양한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돕는다. 따라서 초등

아 진로인식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는 미래 학업 및 직업

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타인과의 관계

적 성취의 기초를 형성하고 성인 진로발달의 모체가 되는 중

아동기는 Piaget의 구체적 조작단계로 분리된 존재로서의 자

나 상호작용에

서 요구되는 리더십 요인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요한 성장기이다. 이 단계에서 아동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을

2.2 리더십

가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하며, 진
로선택과 관련된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리더십은 영원한 화두다.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인구에

(Schultheiss, et. al. 2002).

1)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인간의 지적발달에 관한 이론으로서 질적 접근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지능을 기능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지발달이란 유기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가는 순응과정으로서 이는 유기체의 기존체계(이해의 틀:
도식)에 맞게 외계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동화와 유기체가 새로운 대상물을 기존의 체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기존체계를 변경하는 조절로 나누어진다고
했다(Piaget. Jean, (1962),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London :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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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ckman(1974)이 제시한 진로발달 8단계의 이론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에서 4학년은 일의 세계에 대한 이론적
탐색, 기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3.2 연구가설
가설 1. 초등학생의 리더십은 창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하고 진로결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5, 6학년은 외부승
인이나 인정을 구하게 된다고 하였다. 세계적으로 학령기 초

1-1. 초등학생의 리더십은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부터의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일본 문부과학
성 교원연수에서의 연간 연수항목 사례에서는 학생지도·진로

1-2. 초등학생의 리더십은 위험감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도의 항목이 포함된‘도덕’교육연수를 하나의 연수 항목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독일의 주 교육부 장관회에서 제시

1-3. 초등학생의 리더십은 진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교사교육의 표준항목 중 교사는 수업과 학생의 진로결
정을 제시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올바른 평가와 상담의 과제
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에게는 수준 높은 교육학
적, 심리학적, 진단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Hyun, 2014).
Hyun(2014)의 교사의 인성교육 연수 과정에 대한 요구 내용
분석에서는 학급운영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나라사
랑 등과 관련한 직업 탐구, 진로탐색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로활동 영역 역할극, 꿈 찾기 활동, 프로젝트 실제,
직업체험, 리더십 함양 관련 사례 등이 있다. 그 외의 별도의
인성교육 시간 확보에 따른 진로탐색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Lee, 2010)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용 진
로지도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은 이를 뒷받침 한다.
한국교직원신문(2015) 기사에 의하면, 현재 진로전담교사는
중·고교에만 배치되어 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도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는 교육부의‘진로교육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함은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학교

가설 2. 진로인식은 초등학생의 리더십과 창업가정신의 관
계를 조절할 것이다.
2-1. 초등학생의 리더십이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진로인식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2-2. 초등학생의 리더십이 위험감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진로인식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2-3. 초등학생의 리더십이 진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진로인식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가설을 정립하고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본 실증조사
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개념을 조작화 할 필요가 있다.

3.3.1 리더십 요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초등학생 리더십의 구성요인은 조직능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력, 비전, 타인배려, 의로움, 추진력, 의사결정력, 대인관계, 도

기울이고 있음을 반증한다.

전정신 등으로 가정이나 집단 속에서 공동의 목적을 향한 자

Ⅲ.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신감과 동기를 부여하고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능력으
로 자신 및 공동체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말한다.

3.1 연구모형

<표 1> 리더십특성 요인의 개념적 정의 (7개요인)
1차 요인 명

비전

본 연구의 목적인 초등학생의 리더십이 진로인식의 조절효
과의 차이에 따른 창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서 지금까지의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그림 1>과 같

2차 요인 명

추진
개인 내
리더십 특성

도전정신
의사결정력

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의로움

리더십

창업가정신

⋅조직능력
⋅비전
⋅타인배려
⋅의로움
⋅추진
⋅의사결정력
⋅대인관계
⋅도전정신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대인관계
개인 간
리더십 특성

조직능력
타인 배려

개념적 정의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감과 자기관리를 통해 실
행해 나감
자신의 목적을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고, 새
로운 상황에 부딪혀 보고자 하는 욕구
문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하는 능력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신의가 있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구성원 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
영향력 있게 조직을 이끄는 능력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함

* 출처: 리더십 검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Kim, r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Kim, et al.(2006) 연구에서의 KEDI 리더십특
성 검사 도구를 초등학교 고학년의 발달 특성에 알맞은 문구
로 수정 보완하였다. 리더십에서는 조직능력, 비전, 타인배려,

진로인식

<그림 1> 연구모형

벤처창업연구 제10권 제6호 (통권42호)

의로움, 추진, 의사결정력, 대인관계, 도전정신 등으로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측정은 Likert 5점 척도에 의해 이루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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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창업가정신 요인
Weerawardena & Sullivan(2007)은 창업가정신을 혁신성, 진

3.4 자료 수집 및 분석

취성, 위험감수성 등 3가지 구성요소로 설명하였는데, 혁신성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로

은 새로운 프로그램과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아

표본을 구성하였고, 420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SPSS 21.0 통

이디어를 개발하고 융합하여 기회로 전환하여 성과를 창출하

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는 혁신과정이며(Schumpeter, 1934; Lumpkin & Dees,1996), 진

첫째,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취성은 사회변화를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의 기회로 인식하고

Analysis)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변수의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대응하는 구성원의 적극적

타당성와 신뢰성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성 분석

인 활동으로 개념화 하였으며(Kuratko & Hodgetts, 2004), 위

(Reliability Analysis)을 통해 검증하였다. 요인분석은 카이저

험감수성은 불확실한 미래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의사

규칙이 있는 Varimax 직각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

결정을 통해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구성원의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성향을 말한다(Kim, 2014)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정신

α계수를 산출하여 신뢰성 분석을 하였다.

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 3가지 구성요소로 한다.

창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Miller(1983)가 경험적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기반으로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Helm and Andersson(2010)이 사용하였던 측정 문항의 내용을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진로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

노태무(2011)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초등학생 발달단계에 맞

하여 조절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는 용어로 수정·정리하였다. 창업가정신의 혁신성, 진취성, 위

Ⅳ. 실증분석(연구결과)

험감수성 등으로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측정은
Likert 5점 척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셋째, 리더십이

4.1 연구대상의 특성

3.3.3 조절변수 요인
본 연구는 조절변수의 요인으로 진로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특히 진로인식이란 개인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일과

결과에서, 성별 분포를 보면 남학생이 51.9%, 여학생이 48.1%

직업의 세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진로를 보다

이었고, 학년에서는 4학년이 31.7%, 5학년이 31.7%, 6학년이

합리적으로 파악·계획하고 탐색하며, 선택·결정할 수 있는 준

36.6%이었다. 출생순위에서는 외동이 16.6%, 첫째가 35.0%,

비가 되어있는가 하는 준비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진로

둘째는 12.9%, 막내가 35.5%으로서 막내가 가장 많았고, 첫

인식에 대한 측정은 Likert 5점 척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째, 외동, 둘째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3.3.4 설문지의 구성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있는 경우가 84.5%으로 80% 이상의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아래와 같은 변수를 측정하기

8.3%, 기타는 7.2%이 응답하였다. 부모의 경제활동은 맞벌이

위해 7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2>에서는 각 변수를

가 60.0%, 외벌이가 40.0%으로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더 높았

측정하고 있는 문항들과 문항 수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중

제시하고 있다.

과 학년별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첫째이거나

높은 비중을 보였고, 아버지 혹은 어머니만 있는 편부/편모가

막내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표 2> 설문지의 구성
변수

구분

문항수

일반사항

성별
학년
출생순위
가족형태
초등학교명
부모의 경제활동

1
1
1
1
1
1

비전

조직능력

8
5
5
6
7
6
5
8

진로인식

5

혁신성

4
4
4

추진
도전정신
독립변수
(리더십)

의사결정력
의로움
타인배려
대인관계

조절변수

(진로인식)
종속변수
(창업가정신)

진취성
위험감수성

문항번호

Ⅷ-1
Ⅷ-2
Ⅷ-3
Ⅷ-4
Ⅷ-5
Ⅷ-6
Ⅰ
Ⅰ
Ⅱ
Ⅱ
Ⅲ
Ⅴ
Ⅳ
Ⅳ
Ⅶ
Ⅵ
Ⅵ
Ⅵ

척도

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표본인 초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맹목척도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의 특성
구 분
남학생
여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
외동
첫째
둘째
막내
편부/편모
부모
기타
맞벌이
외벌이

성별

리커트

학년

5점척도
출생순위
비율척도 및
리커트 5점척도
리커트
5점척도

가족형태
부모
경제활동
합계

264

빈도(명)

백분율(%)

218
202
133
133
154
70
147
54
149
35
355
30
252
168
420

51.9
48.1
31.7
31.7
36.6
16.6
35.0
12.9
35.5
8.3
84.5
7.2
60.0
4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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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4.3.2 리더십과 창업가정신의 영향관계에서 진로
인식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의 리더십이 창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Kaiser 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회귀

칙이 있는 Varimax 직각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인식의 조절효과는 통제변인인 인구

시하였고, 요인추출 시 고유치 1.0이상, 요인 적재량 0.5이상

사회학적 특성과 리더십, 진로인식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

을 기준으로 하였다. 신뢰성 분석에서는 내적일관성법을 이

귀모형과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회귀모형을 비교하여

용한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고, 신뢰계수 0.6이상을 기

판단하였다. 초등학생의 리더십과 창업가정신의 영향관계에

준으로 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리더십과 혁신성의

<표 4> 리더십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명

고유치

누적분산 %

신뢰 계수

조직능력
비전

6.886
4.921
4.094
3.688
3.380
3.044
2.857
2.756

13.771
23.613
31.801
39.176
45.937
52.025
57.739
63.251

.938
.895
.898
.902
.835
.877
.875
.881

타인배려
의로움
추진
의사 결정력
대인관계
도전정신

<표 5> 창업가정신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영향관계에서는 비전과 의사결정력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가 나타났다. 리더십과 위험감수성의 영향관계에서는 도전정
신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가 있었으며, 리더십과 진취성의
영향관계에서는 도전정신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가설 2(진로인식은 초등학생의 리더십
과 창업가정신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채택
되었다.

4.4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리더십이 창업가정신에 미치는

요인명

고유치

누적분산 %

신뢰 계수

영향과 초등학생의 리더십과 창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진로인

혁신성

3.211

29.187

.885

식의 조절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연구가설의

위험 감수성

2.808

54.717

.866

진취성

2.063

73.474

.787

검증을 통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진로인식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리더십이 창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결과
에서 첫째, 리더십의 구성요인인 조직능력, 타인배려, 의사결
정력, 도전정신에서 창업가정신의 구성요인인 혁신성에 유의

요인명

고유치

누적분산 %

신뢰 계수

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리더십의 구성요인인 조직능력, 타

진로인식

3.113

62.253

.845

인배려, 대인관계, 도전정신에서 위험감수성에 유의한 영향을

4.3 가설검증

4.3.1 리더십이 창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리더십이 창업가정신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
성과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과
가족형태, 부모의 경제활동을 더미변수화 하였는데, 성별은
여학생(=0), 가족형태는 기타(=0), 부모의 경제활동은 맞벌이
(=0)를 기준으로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리더십의 동시
투입으로 인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산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

미쳤다. 셋째, 리더십의 구성요인인 조직능력, 비전, 타인배려,
추진, 도전정신에서 진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리더십의 각 구성요인에 따라 창업가정신에 부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인식이
리더십과 창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조절효과의 검증결과에서,
첫째, 비전, 의사결정력과 혁신성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
절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도전정신과 위험감수성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도전정신과 진취성의
관계에서 진로인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인식
이 리더십과 창업가정신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7> 과 같다.
<표 7> 가설검증 결과

을 확인한 결과, 이 값이 1.046∼3.035로서 10이하의 값을 보
였기 때문에 다중공산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창업가
정신의 경우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의 3개의 하위차원으
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가설 1(초등학생의 리더십은

H1-1
H1-2
H1-3
H2

창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채

H2-1

택되었다.

H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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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2

가설

채택 여부

리더십

일부 채택

→ 창업가정신
리더십 → 혁신성
리더십 → 위험감수성
리더십 → 진취성

H1

→ 창업가정신 :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리더십 → 혁신성 :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리더십 → 위험감수성 :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리더십 → 진취성 : 진로인식의 조절효과
리더십

일부 채택
일부 채택
일부 채택
일부 채택
일부 채택
일부 채택
일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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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상기 검증결과를 활용하여 본 논문은 몇 가지 결론에 도달
하였다.
첫째, 초등학생의 리더십의 각 구성 요인이 창업가정신의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의 각 요인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진로인식이 리더
십과 창업가정신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부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
론에 따라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리더십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가정신의 혁신성을 신장하고자 호
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이 요구된
다. 더불어 협력적인 모둠활동과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단력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조직능력
과 배려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초등
학생이 학교생활과 다양한 단체활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고취
하여 다소 위험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
를 기르도록 하고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을 통해
대인관계가 좋아진다면 창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이 높아짐이
예측된다. 또한 단체활동을 통한 조직능력과 협동심을 강화
하고 진취적이면서도 창의적인 교육과정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추진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로인식이 비전, 의사결정력과 도전정신과 창업가정신과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함에 따라 리더십교육에 진로인식과 창
업가정신의 요인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초등학생의 진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체험활동 중심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내실 있는 실과교육 및 진로에 관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부모의 맞벌
가 제일 많음에 따른 교육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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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lu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adership on Entrepreneur Spirit: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Recognition
Woo, Young Hee*
Lee, Bo Young**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clarifying the influence of 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adership on the Entrepreneurial spirit, and whether
the career awareness really gives a regulatory effect on the Entrepreneurial spirit. This study organized the students above 4th grade in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Seoul as research subject; then this study analyzed the collected 420 questionnaires in August, 2015,
using SPSS 21.0 Statistical Program. This study us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and cross analysis as a statistic
analysis method.
The research issues include 1)Does the leadership of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ntrepreneurial
spirit? 2) Is it possible for career awareness to play a regulatory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adership and the Entrepreneurial spirit?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adership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ntrepreneurial spirit. Second, about whether independent variable factors cause a difference in career awareness as
regul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in which independent variable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the Entrepreneurial spirit, only a part
shows a significant effect as a regulating variable.
This study hopes that this research results could provide data to meet the educational alternative to the necessity of leadership
education required by the present period, and provide the basis of the use for educational polic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this
research results as the center.
Key Word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Leadership, Entrepreneurial Spirit, Career Awareness, Regulator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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