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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기업가정신은 사회경제적 혁신의 원동력이며,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증대

됨에 따라 기업가정신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와 OECD를 중심으로 역량모델을 기반으로 기
업가정신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역량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가정신교육의 효과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사례분석

과 기업가정신역량 및 교육모델에 대한 이론 고찰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내 K 대학에 역량기반의 기업가정신교육모

델을 개발하였다. 교육모델은 경영학 중심의 이론 교육을 지양하고, 기업가정신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학생들의 기업

가정신역량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제시했다. 

[ Abstract ]

Entrepreneurship works as a driving force in socio-economic innovation, the leading role in job creation and economic develop-
ment. As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is increased, research on entrepreneurship training methods based on the capability 
model is vitalized in order to effectively develop entrepreneurship in the EU and OECD. In Korea, however, the research on entre-
preneurship capability is nearly not proceeding while the outcome of entrepreneurship training is insufficient. The research, there-
fore, invented the entrepreneurship training model at K university after analyzing cases of entrepreneurship training from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followed up throug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entrepreneurship capability and collecting suggestions 
from experts. The training model rejects the existing economics-based theory education,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
neurship capability, and suggests an educational process considering students’ developing stage of entrepreneurship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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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창업의 성공으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식에서 본 연구는 공학교육 중심의 국내 K대학을 연구대상

으로 기존의 경영학 중심의 단편적인 이론 위주의 창업교육

에서 벗어나서 기업가정신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

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정

신교육 및 역량기반교육(competency-based education)에 대한 

국내·외 이론을 고찰하고, 국내·외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가정

신 및 창업 교육현황을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K대학

에 적용 가능한 기업가정신교육모델을 제안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A. 기업가정신의 개념 및 중요성

슘페터(Schumpeter)는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과 생산방

식의 혁신과 같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자본주의가 발전하며, 
여기에는 기업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
영의 구루(guru)라고 일컬어지는 드러커(P. Drucker)는 기업

가들은 언제나 변화를 탐색하고, 기회로 활용하여, 혁신을 성

취하는 사람으로 파악하고, 기업가가 미래 사회를 주도해 나

갈 것임을 예측하였다. 기업가의 경제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기업가정신의 연구도 확대되고 있으나, 개념의 모

호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심지어 기업

가정신 정의의 숫자는 기업가정신 연구자의 숫자보다 많다

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이다[3]. 
학문분야에 따라 기업가정신의 연구 초점이 다르기 때문

에 그 정의도 다소 차이가 있다. 경영학과 경제학에서는 기

업가정신을 기업가의 행동과정(behavioral process)으로 바라

보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발휘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심리

학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성공적인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심

리적 특성으로 간주하며, 위험의 수용, 도전정신, 불확실성 

인내, 창의성, 성취욕구 등을 중요한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

다. 위의 학문 분야의 관점을 통합해 보면 기업가정신에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 기회의 포착, 창의성과 도전, 주도

성과 상황적응 등의 행동경향,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 등의 

결과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이를 정리하면 기업가정신은 위험과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원을 혁신적으로 활

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지식경제에

서 기업가정신은 경제의 성장동력이 된다. 즉, 기업가가 성장

하는 토대를 강화하여 경제발전을 확대 재생산하는 메커니

I. 서 론

고도지식경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현 시점

에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가

(entrepreneur)에 의한 기회의 탐색, 도전과 혁신, 이를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은 경제와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

역과 사회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가정신 →

도전과혁신 → 비즈니스모델의 혁신과 창업 → 고용증대 → 기

업가정신의 확산’ 선순환이 확인되고 있다. 카우프만 재단

에 의하면 2007년 미국에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2/3가 스

타트 업에서 나왔으며, EU(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전체 일

자리의 67%, 중국은 일자리의 75%를 스타트 업에 의해 창

출되었다[1].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기

업가정신 발전기구의 2017년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은 종합점수 51%(100% 만점)로 조사대상국 중 27위이

나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3위로 중하위권으로 나타났

으며, 홍콩과 대만과 같은 경쟁국들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기업

가에 대한 열망 지수는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2]. 대
학생들은 기업가적 경력과 창업보다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기업가적 가치

와 기업가정신은 낯설게만 인식되며, 주류가치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OECD는 기업가

정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업가정신역량모델

(entrepreneurship competency model)을 규명하는 연구를 지속

해 왔으며, 유럽공동체 국가들은 이를 기업가정신교육에 활

용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모든 사회인이나 직업인이 갖추

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으로 인식하고, 지식경제 시대에 적응

하기 위해 필수적인 보편적 생애역량(life-long competencies)
으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하고 있으며, 창의성, 주도성, 자기 

독립성, 실행력을 개발시켜주는 인간개발과 경제·경영 중심

의 비즈니스 교육을 균형 있게 시도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

의 기업가정신역량의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초등교육에서부

터 대학교육 나아나 직업교육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

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모든 직업에

서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기

업가적 경력을 선택하거나 스스로 창업에 도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 단계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생략된 채, 주로 대학에서만 창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어 왔다. 기업가적 열망과 기질이 갖추

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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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교육과정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해 오고 있다. 또한 EU와 공동으로 OECD(경제

협력개발기구)도 초·중등 교육기관과 직업교육훈련 기관에

서의 기업가정신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Entrepreneurship360’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1은 OECD 보고서에서 제시된 기업가정신교육의 범

위 및 접근방법을 나타낸 것이다[8]. 그림에서 보듯이 기업가

정신교육은 취학 전부터 시작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그

리고 생애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기업가적 교육은 기업

가정신을 모든 시민들이 변화하는 현실 세계에 적응하기 위

해 필요한 보편적인 생애 역량으로 기업가정신을 넓게 해석

하며, 창의성, 주도성, 자기 독립성, 실행력을 개발, 발휘하

는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을 위한 교육이 중심이 된

다. 기업가적 교육은 광의의 기업가정신 개념에 입각하여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체험(education through 
entrepreneurship)할 수 있도록 실습중심(practice oriented)으

로 이뤄진다. 취학 전 아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초등 및 중등

단계까지는 태도와 가치 및 스킬 함양을, 직업훈련 단계에

서는 지식과 스킬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인간개발을 지

향하도록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창업교육은 협의의 기업

가정신 개념에 입각하여 기업가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갖

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entrepreneurship)이 이론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대학과 

고등교육단계에서 비즈니스와 창업 지식중심의 교육이 이루

즘 형성에 기여하며, 스타트 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시
대에서는 창업이 고용 창출에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 

B. 기업가정신 교육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학교와 민간기관 등 다양한 주

체가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취
학 전 체험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중등 및 고등교육에 이르

기까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기업가정

신과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5]. 고등학교에

서는 경제교육위원회(Council on Economic Education)가 발

간한 ‘기업가정신 경제학(Entrepreneurship Economics)’ 교육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6], 거의 모든 대학에서 기업가정신교

육이 독립 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제공되고, 일부 대학(Olin공
대 등)에서는 기업가정신교과목이 전교생의 필수과목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유럽국가(Europe Union)들은 ‘오슬로아

젠다(2006)’를 통해 모든 유럽 국가들에게 초등학교부터 의

무적으로 기업가정신을 교육하도록 권유하였고[7] 대부분의 

국가가 기업가정신 교육을 국가 전략적 중점 교육으로 채택

하여 초등교육에서 고등 및 대학과 생애교육까지 각 수준 별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기업가정신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

다. 또한 ‘Entrepreneurship 2020 Action Plan’을 수립하여 기

업가정신을 의무교육으로 하며, 각급 교육수준에서 기업가

그림 1. 기업가정신교육의 범위 및 방법

Fig. 1. Scope and method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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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underlying characteristics)’으로 정의하였다[12]. 기존의 

인력관리의 중심 개념인 직무요건(KSAO: knowledge, skill, 
ability, others)을 규명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직무성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또한 직무의 

특성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직무요건의 경직성이 드

러나면서 역량은 전통적인 직무요건을 대체하는 인력관리의 

중심개념으로 부각되었다[4]. 역량을 채용, 배치, 평가 및 임

금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에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량모델링

(competency modeling)이 필요하다. 국내외의 기업과 기관들

은 대체로 전체 조직수준, 관리계층, 그리고 직무수준 등 세 

가지 수준에서 역량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직무수준 역량

모델링은 특정 직무의 우수한 성과달성에 필요한 역량을 도

출하고 정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D. 역량기반교육(Competency-Based Education) 

Curriculum: 이하 CBC)

역량기반교육은 특정한 역할이나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추

출하고(역량모델링), 피교육자의 각 역량 별 수준을 진단한 후, 
역량을 필요한 수준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및 지원체

계를 수립,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역량

기반교육은 역량과 성과의 인과성이 입증된 타당한 역량모델

을 근거로, 이에 맞는 교육체계를 실행하므로 교육의 효과성

(effectiveness)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역량별

로 피교육자의 수준을 진단하여 역량의 차이(gap)를 식별하고, 
목표 수준에 맞도록 수요자 맞춤형의 역량개발이 가능하고, 
역량별로 피교육자에게 구체적인 피드백과 코칭이 가능하며, 
피교육자의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13]. 

이에 비해 기존의 전통적인 직무요건 중심의 교육은 역

량기반교육에 비해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직무요건 중심의 교육은 현재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

는 직무 내의 활동만을 대상으로 하며, 둘째, 직무분석의 결

과 산출된 직무요건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직무 

및 직무수행방법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고 셋째, 현재 직무

기술서와 직무요건은 엄격한 법적인 요구사항과 직무 수행

자에 대한 정형화된 기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부족하다[14]. 결국 역량기반교육은 기존의 전통적인 직무중

심의 교육훈련, 즉 직무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에 비해 

교육의 효과성과 환경변화에의 유연한 대응, 수요자 중심, 그
리고 피드백과 코칭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역량기반교육은 크게 3단계를 거쳐 개발된다. 첫째, 역량

모델 수립단계에서는 특정 역할과 직무의 성과와 관련 있는 

역량을 도출하여 역량모델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어진다. 요약하면 생애교육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을 고취, 함
양하기 위해 취학 전부터 직업교육까지 기업가정신교육이 

이루어지고,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교육의 일부로서 이루어

져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기업가정신교육이 주로 대학에서 교양차원에

서 창업 및 비즈니스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중·
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즈쿨 프로그램은 참여 학교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2013년 약 2% 미만), 2009년 제7차 교육과

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직업과 진로’ 선택교과목에서 기

업가정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9].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교육은 미국과 유럽 국가에 비해

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
째, 기업가정신이 창업의 수단으로 인식된 나머지, 기업가정

신교육이 창업교육의 일부로 실시되어, 창업 성공에 필요한 

비즈니스와 경제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기업가적 기질과 소

양이 갖추어 지지 않은 가운데 단기적인 목적으로 창업만을 

위한 교육은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경험

과 실습보다는 이론 중심의 교육과 학제적· 융합적 교육보다

는 경영 등 독립적인 학문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기업가정신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

자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기업가정신의 특성

을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과과정의 개발이 미

흡하다. 최근에는 기업가정신을 개발 가능한 역량으로 파악

하고, 기업가정신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 및 해외에서 증가하고 있다.

C. 역량(competency)과 역량모델링(competency 

modeling)

1950년대부터 역량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의미가 일관되게 해석되지 않았으나, 사회

심리학자인 McClleland의 ‘지능검사에 대한 역량검사의 우

위성’ 논문(1973년)을 통해서 개념과 특성이 체계적으로 규

명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역량을 ‘현장에서의 우수한 직무

성과를 예측하게 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10]. Boyatzis(1982)는 역량을 ‘특정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와 관련된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우수 수행자와 그렇지 않은 수행자의 차이를 구분 

짓는 지식, 기술, 특질, 동기, 자기 이미지로 역량을 구분하였

다[11]. 
역량 개념을 실무에 체계화했다고 평가되는 Spencer & 

Spencer(1993)는 역량을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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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부 및 언론기관을 

비롯한 각종 외부기관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창
업정규강좌와 창업동아리 및 창업전담인력이 증가하고, 정
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고, 창업경진대회를 

비롯한 외부기관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와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공학도들의 창업교육이수 

비중과 실제 창업비중이 감소하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연

결된 창업사례가 거의 없으며, 공학도들의 창업 열기는 좀처

럼 고양되지 않았다. 이는 K대학의 창업교육 방향과 접근방

법, 학교의 독특한 상황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단기적으로 창업을 목적으로 한 ‘비즈니스 중심

의 창업교육’ 그리고, 교양 차원의 ‘이론중심의 기업가정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론

교육과 경영 중심의 피상적인 창업교육으로는 정작 창업의 

성공을 이끄는 기업가정신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없

었던 것이다. 더구나 취업을 중시하는 학교의 정책, 창업보다

는 취업을 선호하는 분위기, 특히 공학전공 학생들의 과중한 

수업 부담 등 학내의 제반 상황여건은 부실한 창업교육이 학

생들의 창업의지의 고취, 창업 필요역량의 개발을 더욱 어렵

게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기업가적 동기와 적성 및 능력이 부족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학내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가운데 과도한 수업부

담에 직면해 있는 학생들에게 경영학을 기반으로 한 ‘공급

자 중심의 창업교육’으로는 목표로 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

던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을 

창업을 포함한 넓은 개념의 개발 가능한 역량으로 인식하고, 
‘역량기반의 기업가정신교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

업가정신역량교육은 기업가적 마인드와 지식과 스킬을 포함

한 기업가적 역량의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이 과정에서 창업 

지향적 태도와 필요능력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
한 기업가정신의 각 역량 별로 학생들의 역량보유수준을 고

려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며, 목적이 불분명한 기존

의 중복된 교과과정을 역량 별로 통합하여 교과과정을 개발

하다. 역량모델의 타당성이 결여된다면 이를 근거로 한 교육

은 근거를 잃게 되므로 역량모델링은 역량기반교육의 전제

가 된다. 둘째, 역량진단 단계에서는 피 교육자의 현재의 역

량수준과 미래의 바람직한 역량수준의 차이를 조사하고 역

량 개발목표를 설정한다. 셋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

램과 전달방법을 설계하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15]. 

III. 역량기반기업가정신 교육모델 개발 

A. 연구의 목적, 절차와 방법

본 연구는 대학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2018년 4월
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국내 K대학의 ‘역량기반 기업

가정신교육모델(competency-bas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model)’ 개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K대학교에서 공학도들의 기업가정신 역량을 함양하고, 

대학 내에 기업가적 가치와 문화의 형성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2는 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요약한 것이

다.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가정신 및 기업가정신교육에 대한 문헌고찰 둘째, 국내외 대

학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현황에 대한 방문조사 및 인터

뷰 셋째, 유럽위원회와 OECD 등 해외의 기업가정신역량모

델에 관한 문헌조사 넷째, 연구조사 및 교차 분석을 통해서 

역량기반 기업가정신 교육모델 개발에 대한 초기모델 수립 

다섯째, 본 연구에서 수립된 기업가정신교육모델(안)에 대해

서 창업분야 전문가 4인의 의견 수렴, 마지막으로 K대학 

학내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기업가정신교육모델을 개발

하였다.

B. K 대학의 기업가정신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향 

K대학은 지난 수년 간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을 위한 제도 

그림 2. 본 연구의 연구 절차와 방법

Fig. 2. Research procedure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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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량을 제시하였다[16]. 그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기업가역량을 새로운 가치 창출에 필요한 지식(Knowledge), 
스킬(Skill), 태도(Attitude)로 구분했다. 지식은 정신모델 등 3
개 역량, 스킬은 마케팅스킬 등 6개 역량, 태도는 열정 등 7개 

역량 등 총 16개 역량모델을 제시하였다(표 1 참조). 역량은 

비인지적 역량(태도)으로부터 인지적 역량(지식)까지 일련의 

연속선에 존재하는데, 인지적 역량은 지적 능력(intellectual 
capacity)에 기반한 역량으로 교육과 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

한 반면, 비인지적 역량은 실행학습(learning-by-doing)을 필

요로 하고 교육과 평가가 상대적으로 어렵다[17]. 현재 이루

어지는 국내 및 해외의 대부분의 교육은 인지적 역량 교육, 
즉 지식과 스킬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현재 대부분

의 나라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이 경제적 관점에서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학

생들의 숙련단계를 고려한 심층학습(deep learning)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즉, 숙련 단계별로 지식 → 동기 → 몰입 → 관심과 태도 → 지

식의 고도화와 같은 심층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의하면 개인

의 행동은 태도-의도-행동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태도 형

성과 같은 비인지적 역량교육이 중요하다[18]. 기업가정신

교육에 의해 기업가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면, 기업

가적 태도는 기업가적 의도에, 기업가적 의도는 적절한 환경

이 조성된다면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19]. 최근 연구는 태

도와 같은 비인지적 역량은 학생들의 지식의 습득 및 교육의 

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기업가정신교육은 대학 내에 기업

가정신을 핵심가치로 하는 문화의 형성을 촉진하고, 학생들

의 기업가적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C. 기업가정신 역량모델(Entrepreneurship competencies 

model) 선행 연구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는 2006년 지식기반사회의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8가지의 핵심역량 가운데 하나로써 기업가

정신역량을 제시하고 각 국가들에게 기업가정신역량의 의무

교육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유럽위원회 주관 하에 기업가

정신역량(Entrepreneurship Competence:이하 EntreComp)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업가정신역량모델 연구는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분

류할 수 있다. 첫째는 성공적인 기업가의 특성, 즉 지식

(Knowledge), 스킬(Skill), 태도(Attitude)로 기업가정신역량을 

규명하는 연구이다. 둘째는 기업가정신을 가치창출 프로세

스로 인식하고, 이 과정에서 성공적인 기업가적 행위로부터 

역량을 규명하는 연구이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의 접근방법

을 혼합한 연구가 있다. 이하에서 각각의 대표적 연구를 중

심으로 기업가정신역량모델 살펴본다. 

1) Lackeus(2014)의 연구

Lackeus(2014)는 ‘타인을 위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기

업가들의 직무로 간주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

그림 3. 기업가정신 역량 그룹

Fig. 3. Entrepreneurship competenc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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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으로 파악하고, 각 활동과 관련된 기업가의 내적 

특성을 규명하여, 기업가정신역량을 도출하였다[22]. 이들은 

유럽위원회의 기업가정신역량(EntreComp) 프레임워크와 같

이 기업가정신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

적으로 적용 가능한 역량으로 기업가정신을 넓게 정의한다. 
즉, 기업가정신은 기회와 아이디어를 기반한 행동을 재무

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변화시키는 가

치창출 과정이다. 기업가정신은 인간 개발을 촉진하거나 사

회 개발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게 하거나 고용시장에의 진입

이나 벤처 스타트 업 등에 적용이 가능한 시민의 보편역량인 

것이다. 이들은 기업가정신역량을 ‘아이디어와 기회’, ‘자원’, 
‘실행’ 등 3개의 역량 군(competence areas)으로 분류하고, 각 

역량 군별로 5개의 역량, 총 15개의 역량을 도출하였다(표 1 
참조). 

또한 각 역량의 숙련수준(progression level)을 8단계로 구

분하고, 각 역량마다 학습자를 위한 역량의 핵심 키워드, 구
체적인 행동기준(descriptors)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기업가

정신 역량 프레임워크는 가치 창출 행동을 중심으로 기업가

정신 역량을 도출하고, 각 역량의 세부적 차원과 행동지표를 

숙련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피교육자의 역량수

준에 맞추어 기업가정신역량의 교육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그림 4 참조).

4) Morris등(2013)의 연구

Morris등의 연구는 구조화이론(structuration theory)에 근거

하여 기업가정신역량을 파악한다. 구조화이론에 의하면 인

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인지 능력을 발휘하여 바람직

성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기업가역량교육이 학업능

력의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20]. 향후 기

업가역량교육에 있어서도 지식과 스킬 뿐만 아니라 태도 형

성과 같은 비인지적 역량교육이 동시에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Komarkova등(2015)의 연구

Komarkova등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기업가정신역량

들을 292개 목록(inventory)으로 정리하고, 이를 3개의 역량

그룹 즉, 운영 및 상황(operational & contextual) 역량, 기업

가(entrepreneurial) 역량, 그리고 개념 및 관계(contextual & 

relationship)역량으로 분류하였다[21]. 그림 2에서 보듯이 기

업가적 역량은 운영 및 상황역량과 개념 및 개념 및 관계역

량을 통합하여 경제적, 사회적 가치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다. 
운영 및 상황역량은 기업가가 직면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스킬이 포함되며, 재무적 이해와 

프로젝트관리, 리더십과 권한위임, 생산, 마케팅 및 고객관리 

등이 포함된다. 개념과 관계역량에는 상황의 이해와 개념화

에 필요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관련

된 의사소통과 협력, 자신의 내부 특질인 자기효능감과 자율

성 등이 포함된다. 기업가적 역량에는 가치 창출 기회의 식

별, 탐색, 평가 및 활용과 관련된 역량으로 기회의 식별과 비

전화, 혁신과 창의성, 위험감수성 등이 포함된다.

3) Bacigalupo등(2016)의 연구 

Bacigalupo등은 기업가정신을 기회의 식별에서 가치의 창

출에 이르는 기업가의 활동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활동

그림 4. 기업가정신역량개발 프레임워크(기회식별역량만 발췌)

Fig. 4. Entrepreneurship Competence Development Framework(only spotting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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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역량의 구성 가운데 개인 내면

의 동기와, 성격 및 자아보다는 행동에 가까운 표면적인 특

성인 지식과 스킬을 중심으로 기업가적 역량을 식별하였다.

D. 역량기반기업가정신 교육과정 개발 

기업가정신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역량모델의 

초안을 도출하고, 초안에 따라 역량 별 교육과정을 설계한 

후, 전문가 검토 및 학내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기업가정신교

육모델을 개발하였다. 

1) 기업가정신 역량모델 비교분석

앞서 고찰한 기업가정신 역량모델 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공통의 성질을 갖는 역량요소들을 분리, 추출하여 기업가정

신 역량모델 초안을 도출하였다. 역량의 행위적 특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Bacigalupo 등 연구를 축으로 하고, 

한 행동을 학습하면서 환경에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기
업가적 역량은 환경의 변화를 탐색하고, 변화를 해석 평가하

면서, 이러한 변화에의 적응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한다. 이들은 성공한 기업가와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13개의 기

업가적 역량을 식별하였다[23]. 
델파이조사에서 각 패널들에게 기업가적 성공과 관련된 

특정한 역량 가운데 개발 가능한(learnable) 역량을 식별하도

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역량연구에서 제시된 보편적인 관리

역량과 기업가적 역량이 구분되도록 벤처 창업에 필요한 역

량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기업가적 역량은 크게 행동역량(10
개 역량) 및 태도역량(3개 역량)으로 분류된다(표 1 참조). 행
동역량으로는 기회의 식별, 기회의 평가, 위험관리, 호소력 

있는 비전 제시, 창조적 문제해결, 자원의 활용, 게릴라 스킬, 
가치의 창조, 목표 지향성과 환경에의 적응, 네트워크의 구축

과 활용, 태도역량으로는 끈기(tenacity), 회복탄력성, 자기효

표 1. 기업가정신 역량모델: 선행연구 비교 분석 

Table 1. Entrepreneurship competency model: comparative analysis of prior studies

Bacigalupo et al. (2016) Lackeus (2014) Morris et.al. (2013) Komarkova et al. (2015) Extracted competency Area

spotting opportunities opportunity skills opportunity recognition opportunity perceiving
opportunity & creativity 

creativity innovativeness creativity,imaginativeness creativity(creation)

vision strategic skills compelling vision Innovation (new/change) innovative vision 

valuing ideas Declarative knowledge opportunity assessment ideas generation valuing ideas 

ethical and sustainable thinking Entrepreneurial identity social valuing 

self awareness and self efficacy self-insight self efficacy self efficacy & self-confidence

self-resource utilization

motivation and perseverance 
entrepreneurial passion 

perseverance 
tenacity/perseverance,resilliance 

perseverance/resilience/
determination,autonomous/ 
responsible

mobilizing resources marketing skills Resource leveraging
resource marshalling / project 
management economic & financial & 

technical -resource utilization
financial and economic literacy resource skills financial literacy

mobilizing others interpersonal skills building & using networks 
leadership/delegation
communication

human-resource utilization

taking the initiative proactiveness proactiveness self-resource utilization

planning and manage-ment 
strategic skills resource skills 
marketing skills 

guerilla skill
goal adjustedness & adapt 

design &production/

/marketing & sales/
customer&user relation,

strategy skills(critical analysis & 

judgment)

strategic execution
(planning & management)

coping with uncertainty,  
ambi-guity and risk 

uncertainty / ambiguity 
tolerance 

risk management
risk-taking & risk propensity 
decision Making

working with others interpersonal skills building & using networks
collaboration & teamwork/ 
negotiation & networking

relationshipcompetency 

learning through experience 

mental models 
declarative
knowledge
learning skills 

technical/sector-related 

experience reflection – 

learning

learning–by–doing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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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교육모델에는 기업가정신교육의 발전단계별 교육목적

과 필요역량, 교과목 및 비 교과가 서로 연계되도록 설계하

였다. 기업가정신교육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가정신교육과 창업교육 2개의 트랙을 구분하되 기업가정신

교육을 이수한 후 필요에 따라 창업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K
대학의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기회의 포착,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도전과 실행역량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정신역량을 함양하고, 그 토대 위에

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역량 수준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기업가정신 역량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입문

과정에서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와 기업가적 기질과 자

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창의와 혁신역량을 개발하여 기업가

적 경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기업가정신 

함양 단계에서는 기업가정신역량 가운데 경제적·재무적·기
술적 역량과 아이디어 가치평가 역량의 개발, 기업가정신 심

화 및 활용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계획 및 실무 역량

을 함양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사회(취·창업)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역량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의 창업교육은 경

영학의 전통적인 전공교과의 내용을 발췌한 수준이면서, 경
영이론이 대부분이어서 공학 전공의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 

역량 교육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 역량-정규교과-비 교과-교

각 연구에서 제시된 역량의 정의와 주안점을 상호 비교하여 

연관된 역량들을 13개의 역량으로 분류하여 역량모델 초안

을 개발하였다. 역량모델 초안에는 각 연구에서 제시했던 유

사한 지식(K)-스킬(S)-태도(A)를 역량 별로 포함하였다. 

2) 역량 별 세부 분류 및 교육과정 분류

역량모델 초안의 개발 후 국내 및 해외의 창업교육 우수 

대학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과목을 조사하여, 각 역량별로 

관련된 교육과정 초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창업담당 대학

교수, 창업 컨설턴트, 실제 창업가 등 외부 전문가(4인)의 1차 

검토(심층 인터뷰)를 거쳐 표 2와 같이 역량 별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였다. 
기회 및 창의성 역량은 기회 포착과 유연성 등 6개의 세부

역량이 포함되며, Design Thinking, Triz 등의 교과목으로 구

성된다. 이와 같이 각 역량에 대해 세부역량-교과목-교육방

식이 연계되도록 하였다.

E. 역량기반 기업가정신교육모델(안) 제시

앞의 역량 별 교육과정을 토대로 K대학교의 상황을 고려

하여 최종적으로 기업가정신교육모델을 표 3과 같이 확정하

표 2. 역량 별 교육과정(3개 역량만 발췌) 

Table 2. Curriculum by competency (extract only 3 competency)

Competency Area Sub Competencies Definition
교과목 

내용 교과목 방식

opportunity & 

creativity  
competency

•spotting opportunities
•Creativity
•Human-specific problem  

   recognition capability
•Market opportunity
•flexibility
•innovativeness

문제 인식, 가설 수립, 창의

적인 사고를 통해 기회 포착

하여 시장에 혁신이고 창의

적인 아이디어 도출

문제정의

아이디어 창출 기회 인식, 평가 

창의성

혁신성 

•창의적 사고기법 

•디자인 씽킹

•트리즈

•아이디어 경진대회

•해커톤 

•이론

•실습

•사례연구

•교구활용

valuing ideas
competency

•Market(social, cultural and  

    economic) validation
•Intellectual Property Skills
•Business model
•Prototype production skill
•Development capability
•Research method
•Technical valuation
•Pivot capability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아이

디어 창출하고, 사회적, 문화

적,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적, 

실질적인 가치를 높임

아이디어 검증

시제품 검증

제품개발 수정보완

제품고도화

지적재산권

•시장조사방법론

•지적재산권 

•기술가치평가

•질적조사방법

•비즈니스 모델

•MVP

•실습

•체험

•현장탐방

social value
competency

•Entrepreneurial identity
•responsibility
•mindset(mental attitude)
•Entrepreneurship philosophy
•Ethical 
•sustainable thinking
•A job mission

아이디어 결과를 공동체, 사

회, 시장에 긍정적 파급효과

로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하

며 책임 있는 행동

기업가정신

시민의식

윤리경영

사회적 가치실현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직업 사명감

•기업가정신

•사회적기업

•특강

•이론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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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정신교육모델을 고안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이 제정되어 역량중심으로 공공부문의 교육이 추진되고 있

으며, 기업을 위시한 민간영역의 교육이 대부분 역량기반의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서는 

역량기반의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기업가정

신이 단순히 창업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갖

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이라는 인식 위에서 기업가정신교

육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교육에 있어서 그동안 비즈니스 

중심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생들

의 이해와 관심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가 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서는 각 역량 별 숙련단계를 고려한 교육과정의 개발, 각 교

과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개발(pedagogical approach)
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경우 기업가정신 교육을 생애교육 

차원에서 초등교육단계에서부터 숙련단계를 고려한 역량교

육을 하고 있으며,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 프
로젝트기반학습, 경험학습 등 다양한 방법이 역량교육에 활

육 인프라의 연계성을 높여 대학 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필요

한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기존의 창업교육과정은 기업가정신역량 가운데 일부 역량

(마케팅 스킬과 재무 스킬 등 기능적 역량)에만 초점이 맞춰

져 있고, 교과과정이 중복되어 있어서 기업가정신교육의 타

당성과 효과성이 제한되어 있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역량모델을 근거로 하여 국내 K대

학의 기업가정신교육모델을 개발하여 기업가정신역량을 체

계적으로 교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 및 기업

가정신교육, 역량 및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이론 고찰, 국내 

및 해외 대학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현황 조사를 실시하

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가정신교육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제시한 교육모델은 기존의 기업가정신교육과는 질적

으로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국내에서는 그 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역량기반의 기

표 3. 최종 역량기반 기업가정신 교육모델

Table 3. Final Competency-Bas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Model

기업가정신 교육(Entrepreneurship) 창업교육(Start-up)

기업가정신 이해 기업가정신 함양 기업가정신 심화 및 활용

대상 전교생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 학생창업 & 창업준비 하는 학생

목적
4차혁명시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 소양 함양

내외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기관리, 문제해결

능력, 전략적 사고, 비즈니스 실무에 대한 이

해, 기술 및 도구활용능력을 함양하여 Scale-
up 할 수 있는 핵심인재 육성

사회진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계획 및 실무 역

량을 함양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사회(취창업) 현장에 

바로 적용가능한 역량을 갖춘 창조·실무형 인재 육성

필요

역량

•Opportunity Competency
•Self-resource utilization Competency
•Social value Competency

•Valuing ideas Competency
•Economic, Marketing, & Financial - resource  
   utilization Competency
•Technological-resource utilization Competency

•Strategic Execution (planning & management)  
   Competency
•Building & Using relationship Competency
•Learn by doing Competency

교과목

•기업가정신

•창의적사고와 아이템발굴

•기술창업의 이해

•창업경영론(비즈니스 경제교육)

•CEO의 리더십과 창업

•디자인씽킹과 창의적문제해결

•Business Model 개발 & 설계

•발명과 특허 (지적재산권)

•성공창업전략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실습

•창업마케팅

•글로벌 창업

•창업법규 및 정책

•창업투자론(자금, 크라우드펀딩, 재무제표 등)

•창업 시뮬레이션

•실전창업실무

•기술가치평가 및 분석

비교과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기업탐방

•시제품제작 및 실습(3D프린팅 등)

•창업동아리 

•창업캠프(사업계획서작성 등)

•모의창업

•멘토링

•PBL

•창업 인턴쉽

•IR DAY/크라우드펀딩 실습

•창업컨설팅 및 코칭

•창업경영세미나

•학생창업

인프라 •기업가정신 교양필수 

•창업동아리 지원 및 육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창업동아리  

   대체학점제 운영

•창업분야 전문 멘토단 구축

•창업동아리실 배정 

•학생창업공간 제공

•학생창업자금 연계

•지적재산권 출원 지원(특허, 실용신안 등)

•시제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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