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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양성대학 재학생인 초등 예비교사의 창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경험 및 태도와 창업가정신 핵심역량의 수준을 살펴

보고, 학년과 성별, 그리고 창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태도에 따른 창업가정신 핵심역량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초등 예비교사 208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창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경험, 태도, 인식, 창업 시도 및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수준을 조

사하고 이에 따른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수준의 차이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 예비교사들은 창업가정신 교육에 대해 

이해 수준과 직접 참여 경험은 낮았으나 초등학생과 초등교사 대상의 창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과 창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에 대한 관심도

는 높은 편이었다. 창업가정신 핵심역량군별로 나눠서 볼 때 초등 예비교사의 도전, 집단창의, 자기주도 역량군에 비해 혁신성, 사회적 가치

지향, 변화민첩성으로 구성된 가치창출 역량군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수준의 학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으며, 여학생의 역량 수준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초등교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역량으로서의 창업가정신 

중요성을 인식하는 집단의 창업가정신 4대 핵심역량군의 평균이 상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높았고, 대학에서의 창업 관련 교육 참여를 희

망하는 집단과 창업 시도 의향이 있는 집단의 가치창출과 도전 역량이 상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 예비교사를 위한 창업가정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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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들어 21세기 학습자 역량으로서 창업가정신

(entrepreneurship)과 창업가정신 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
은 유럽과 미국 등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

히 유럽 연합과 OECD를 중심으로 각국의 경쟁력은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에서 비롯된다는 기대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의 창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0, 2011, 2013; OECD, 2015). 창업가정신 교육

은 창업가가 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창업가정신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자신의 삶에서 자원

과 기회를 포착하고 일터와 사회적 상황에서 혁신을 창출하

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비즈니스 관련 교육

이 아닌 평생 학습으로서 자신의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고, 학습자의 사회적 참여, 정치적 관여 등을 포괄하는 개념

이다(Haara et al., 2016). 창업가정신은 타인을 위해 가치를 창

출하는 능력과 의지이고 이는 특정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시

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실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創業, 起業)은 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OECD, 2015). 
하지만 지금까지의 창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연구는 창업가

정신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논의(Gibb & Price, 2014; 
Gorman et al., 1997; Hytti & O’Gorman, 2004)가 대부분으로 

창업가정신 교육을 담당하는 초중등 교사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점차 강

조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

기준에 미래 인재로서 갖추어야 할 진로개발 역량으로 무에

서 유를 창조해가는 창업가정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끌

어가는 리더십 등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5). 
구체적으로 교육부(2018)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르

면 4차 산업시대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미래 사회가 요구

하는 진로역량 개발을 위해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업체험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 수립하였으며, 학교 내 창업체험교육 수업 기반 및 학교 

안팎의 창업체험교육 지원 및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2020a)의 ‘2020 학교진로교육 지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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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서는 진로교육이 교과연계, 창체연계, 진로교육 집중학

년·학기제, 진로맞춤형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되어 내실화있게 

운영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기존의 

진로교육 콘텐츠와 더불어 창업체험교육 콘텐츠 개발과 학교

별 프로그램 운영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교육은 하나의 유기적 체제(시스템)로 이해되어야 한다. 학

습자를 위한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

당하는 교사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이나 정책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준비로 교사 

교육을 우선적으로 혹은 병행하여 추진해야 하며, 교사 교육

은 현직 교사 대상의 연수와 예비교사 대상의 교원양성과정

에서의 교육이 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AI 교육이 초중등 학교의 정규 교육과

정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현직 교사에 대한 연수(직무 연수, 
대학원 특별 과정 등)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편, 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예비교사 단계에서 초중등 학

생 대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AI 교육을 실행하는 데 필요

한 소프트웨어/AI 교수(teaching) 역량을 개발시키도록 한다(교
육부, 2016; 2020b). 
마찬가지로 창업가정신 교육이 초중등 학교 현장에서 실행

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창업가정신 

교수 역량 강화가 병행되거나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창업가정신 교수 역량 강화는 현직 교사 뿐 아니라 

예비교사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

교 교육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Shulman(1987)은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지식(Content Knowledge, CK), 학습자와 수업에 

대한 교육 일반에 관한 지식(Pedagogical Knowledge, PK), 그

리고 특정 교과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내용교수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을 제시하고 이 세 가지 

지식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교사는 가

르쳐야 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CK)를 바탕으로 이를 학

생들의 수준에 맞춰(PK),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식과 역량(PCK)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사 자

신의 창의성 수준(CK)과 가르치는 학생들이 창의성을 잘 개

발할 수 있는 수업을 실행할 수 있는 창의적 교수 역량(PCK) 
간에 상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은, 2020; 이수영 

외, 2016). 
같은 맥락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가정신 역량

을 길러주는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교사는 창업가정신이 무

엇인지, 창업가정신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지식과 교

사 스스로가 창업가정신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에 더하여 창업가정신과 창업가정신 역량을 잘 가르치기 위

한 창업가정신 교수(teaching) 역량을 갖춰야 한다. 즉, 예비교

사 대상의 창업가정신 교수 역량 강화는 예비교사 자신의 창

업가정신 핵심역량 강화(CK)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

치기 위한 창업가정신 교수 역량 강화(PCK)가 모두 포함되어

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교사의 창업가정신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양성기관에서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을 위해 우선 현재 교원양성기관 재학생들이 창업가정신 교

육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창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태도에 따라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

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예비교사들의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에 대한 현재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예비교사의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 지식적(CK) 측면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

로 초중등 학생 대상으로 창업가정신 핵심역량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교수학적 지식(PCK) 측면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예비교사들

의 창업가정신과 창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경험과 태도는 어

떠한가? 둘째, 초등 예비교사의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초등 예비교사들의 학년과 성별, 창업교육에 

대한 태도에 따라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는

가?

Ⅱ. 이론적 배경

2.1 창업가정신 교육

창업가정신 교육은 하나의 교과목이 아니라 교수·학습 전략

이나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교수학습 전략으로서

의 창업가정신 교육은 교수적 창업가정신(pedagogical 
entrepreneurship)이라고 불리기도 한다(Haara & Jenssen, 2016; 
Haara et al., 2016). 

Pepin(2018)은 창업교육을 교육 내용으로서의 창업가정신 교

육(entrepreneurship education)과 학습 도구로서의 창업가정신 

교육(entrepreneurial pedagogy)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하나의 

교과목으로서 창업 관련 지식을 배우고, 창업가정신을 개발하

고 실제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기르는 것

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반면 후자는 특정 교과 내용보다는 

실생활 문제를 다루면서 상상력, 혁신성, 창의성, 실천 역량을 

기르는 것, 아이디어를 구체적 프로젝트로 변환시키는 역량, 
프로젝트 수행 역량, 주도성, 도전 정신, 책임감, 협력, 사회적 

문제해결, 자신의 삶의 실천가가 되는 것 등을 포함한다

(Kearney, 1999). 즉 창업가적 교수법(entrepreneurial pedagogy)
으로서의 창업가정신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창업가적 가치, 
태도, 기술 등을 개발시키기 위한 전략, 교수법, 전문성, 도구

를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가정신 교육은 학생들의 학

습에서의 역할과 권한(empowering students), 경험을 통한 학

습,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배웠는지 학습에 대한 성찰, 그리

고 학습 과정에서의 협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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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Gibb & Price(2014)는 창업가정신을 ‘아이디어를 창출

하고 이를 구현하는 것(having an idea and making it happen)’
으로 정의하였다. 창업가정신은 창업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

고 있는 의사 결정력, 자율성, 주도성, 기회 포착력,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전략적 사고능력, 자기효능감 등의 행동, 태도, 
기술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창업가처럼 행동하고, 창업가처럼 

생각하고, 창업가처럼 느끼고, 창업가처럼 의사소통하고, 창업

가처럼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가정신 교육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창업의 전

(全) 과정을 체험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해 왔다(Gibb & 
Price, 2014).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협력을 통해 

창출되고 실패 또한 하나의 과정으로 간주되는 학습자 참여 

학습이다. 따라서 협력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팀 기반 학

습, 액션 러닝, 역할극, 게임형 시뮬레이션 학습 등이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다(Fayolle, 2008; Jones & Iredale, 2010; 
Solomon, 2007). 
대학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던 창업가정신 교육의 대상이 점

차 초·중·고등 학생들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럽 연합과 

OECD 모두 기업가정신 핵심역량은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김민관․이정우, 2016; 백민정 

외, 2017; European Commission, 2011; Huber et al., 2014; 
OECD, 2015).
우리나라는 대학생들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연구(변지유․

이장희, 2020; 유지원, 2020; 이영진, 2018; 창업진흥원, 2019 
등)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2년 중소기업청의 비즈쿨 

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창업교육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

었다(강경균 외, 2016; 강경균․허효주, 2019). 이후 청소년 시기

의 창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변영조 외, 2014; 이은주․오성은, 2020; 장지은 외, 
2019 등).
정선영 외(201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이 참여 학생들의 창의성 역량과 사회적 문제해결력 각각의 

하위요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혜

진․홍후조(201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의 기업

가정신 함양을 위한 STEAM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

에 대한 관심도와 기업가정신 성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

다. 
백민정 외(201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자기

주도학습과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기주도학습 능

력은 기업가정신과 창의성의 관계에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2.2 창업가정신 교육과 교사

아시아-유럽 6개국의 교육이해관계집단의 핵심역량으로서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진미석 외, 2019)에서 

각 국의 학교장 및 교사들은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과 중

요성은 잘 인식하고 있으나, 자국의 기업가정신 문화와 관련

하여 새로운 문제 해결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관용이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위험 감수나 실패

에 대한 관용이 창업가정신 교육의 주요한 역량으로 인식하

고 있으나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문화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났다.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분석한 백민정 외(2017)의 연구에 따

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은 진로교과 

시간에 특강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현직 교사들이 직

접 운영하는 것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교육 교

사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 수준은 매우 높

지만 이에 비해 현재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요구도에 있어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의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전반에 

걸쳐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강경균, 2017). 
노르웨이의 경우 2003년부터 교사 교육에서 학생들의 창업

가정신을 개발시키기 위해 창의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사용하

고, 예비교사들이 실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미래에 일하게 될 학교의 교육과

정에 맞춰 내용을 분석하고, 계획하고, 조직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실천 역량(action competence)을 기르는 창업가정신 교육

을 예비교사 교육에 포함시켰다(Haara & Jenssen, 2016). 또한 

예비교사들이 자신의 교수 역량을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이렇게 예비교사들이 실천 역량, 문제

해결력, 자기조절력 등 창업가정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을 경험함으로써 향후 학교에 나가 학생들의 창업가정신 교

육을 위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다(Haara & Jenssen, 
2016; Haara et al., 2016). 
창업가정신 교육과 관련된 교사 교육은 이후 교사들이 가지

는 창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실제 창업가정신 교육

을 얼마나 실행하는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창업가정신 교육과 관련된 교사 연수나 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Frank, 2007). 교사의 성별, 비즈니스 경력, 
교육 경력, 창업가정신 교사 교육 유무 등이 교사의 창업가정

신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Ruskovaara & Pihkala(2015)
의 연구에서 교사 교육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

타났다. 그만큼 창업가정신 교육의 실행에 있어 교사의 역할

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Solomon(2007)은 창업가정신 교육이 창업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라면 특히 실제 창업가들을 코치나 멘토

로 활용하여 창업가들의 실제 경험을 듣거나 실질적인 조언

을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창업가교육은 실생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고

민하고 이를 구현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

어나는 것으로 실패를 통해 배움이 일어나고, 이론과 실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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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되어야 함을 배우는 과정이다. 

2.3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창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외적 창업가정신

(external entrepreneurship)은 창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는 반면, 내적 창업가정신(internal 
entrepreneurship)은 개인적 특성, 태도로서 창업가정신의 방법

과 학습 전략의 가치로 인식되며, 외적 창업가정신이 발현되

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본다(Komulainen et al., 2011). 
창업가정신을 비인지적 창업가정신 기술, 창업가정신 지식, 

창업가 의도로 구분하고, 이 중 비인지적 창업가정신 기술로 

위험 감수, 창의성,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사회 지향성, 진취

성, 끈기, 분석력, 동기의 9가지를 제시하였다. 초기의 창업가

정신 교육이 경제적인 성장과 직업으로서의 창업가 측면을 

강조했다면, 학교에서 다루는 창업가정신 교육은 보다 창업가

정신, 창업가 마인드셋, 창업가정신의 비인적 기술 등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Haara & Jenssen(2016)는 창업가정신 교육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다른 사

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창의성, 주도성, 독립성, 실제적 논리성

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EURYDICE 보고서(2012)에 따르면 핵심역량으로서의 기업가

정신은 지식(직업세계와 직업의 기회, 경제문해 & 재정문해, 
사업제 조직 및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지식), 기술(의소소통, 
프리젠테이션, 기획, 팀워크), 그리고 태도(자기인식과 자신감, 
주도성, 위험감수, 비판적 사고,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진미석 외, 2019). 
변영조 외(2014)는 청소년 창업교육프로그램 효과성 측정지

표 개발 연구에서 기업가지향성, 창의성, 창업준비행동의 3개 

영역, 8개 하위영역(혁신성, 위험감수성, 문제해결능력, 협력적 

의사결정, 효율적 행동능력, 정보수집, 진로탐색, 창업탐색 및 

준비)으로 38개 측정 항목을 개발하였다. 
대학생용 기업가정신 성향지표와 역량지표를 개발한 정은주․

이용진(2019)의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성향의 5개 하위요인

(혁신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자율성, 진취성)을 구성하는 

19개 문항과 기업가정신 역량의 4개 하위요인(문제해결 역량, 
대인관계 역량, 아이디어도출 역량, 경영지식)을 구성하는 18
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김진수 외(2009)은 개인 차원의 역량으로 성취욕구, 자기통

제능력, 창의력, 자기유능감을, 조직차원의 역량으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하위요인으로 하여 총 45쌍의 선택형 

문항으로 이루어진 기업가,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역량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고, 김용태(2015)는 일반인과 기업가의 기업

가정신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기업가적 특성 5개 하위요인(혁
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율성, 성취욕구)과 기업가적 스킬 

3개 하위요인(인지역량, 대인관계역량, 사업화역량)으로 구성

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처럼 연구마다 학자마다 창업가정신 역량을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반면 실제 역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는 많지 않다. 다양한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관련 연구 중

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교육부․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20)에서 제시한 청소년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초등 예비교사의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수준을 측정

하였다. 예비교사는 졸업 후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

로 창업가정신 역량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교사

들이 가르쳐야 할 내용지식(CK)에 대한 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용 창업가정신 역량 진단도구를 선정하였다. 청소

년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진단도구는 가치창출역량군, 도전역

량군, 자기주도역량군, 집단창의역량군의 4대 역량군과 각 역

량군에 각각 3개의 핵심역량으로 구성된 총 12개 핵심역량을 

측정한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초등 예비교사들의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수준과 창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경험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20년 12월 1
일부터 12월 8일까지 수도권 소재 초등 교원양성대학에 재학 

중인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총 21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이 중 불성실 응답자와 

중복 응답자를 제외한 208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실시하

였다. 응답자의 배경 정보는 <표 1>과 같다. 2, 3학년 학생들

의 응답율이 1, 4학년 학생들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응답자 

중 여학생의 비율은 81.7%, 남학생의 비율은 18.3%로 모집단

의 성비와 유사하다. 

<표 1> 응답자 배경 정보 

구분 빈도(N) 비율(%)

학년

1학년 43 20.7

2학년 59 28.4

3학년 64 30.8

4학년 42 20.2

전체 208 100.0

성별

남자 38 18.3

여자 170 81.7

전체 208 100.0

3.2 측정 도구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진단도구는 4개 핵심역량군, 12개 핵

심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진단도구 

문항 예시와 역량별 문항수, 그리고 문항별 신뢰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수준과 함께 초등 예비교사들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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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신 교육에 대한 관심, 초등학생과 초등교사에게 창업가정

신 핵심역량 교육의 필요성, 창업 관련 활동 참여 경험, 창업 

시도 의향 등의 전반적인 창업교육과 관련한 경험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핵심역량 문항 예시 문항수
신뢰도

α 

가치창출 역량군 12 .852

혁신성
나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4 .789

사회적 
가치 
지향

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싶다.

4 .784

변화민
첩성

나는 처음 접하는 물건이나 기술의 
문제를 쉽게 찾아내는 편이다

4 .760

도전 역량군 12 .902

성취지
향성

나는 어렵더라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에 도전하고 최선을 다한다.

4 .826

위험감
수역량

나는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도전한다.

4 .758

회복탄
력성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몇 번 실패해도 
다시 시작한다.

4 .776

자기주도 역량군 12 .882

자율성
나는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스스로 

해결하려는 편이다.
4 .770

자기관
리역량

나는 내가 세운 규칙을 잘 지킨다. 4 .738

끈기
나는 일단 일을 시작하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4 .782

집단창의 역량군 12 .882

공동의
사결정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다.

4 .886

자원연
계역량

나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주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4 .772

협력성
나는 일을 혼자 하기보다 여럿이서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4 .587

<표 2>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진단도구

3.3 자료 분석 방법

창업가정신 핵심역량군과 하위 핵심역량별 평균과 표준 편

차를 분석하였고, 개인적 변인(성별, 학년)과 창업가정신 교육

에 대한 태도에 따라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수준에 차이가 있

는지 t-검정과 ANOVA 검정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SPSS 23.0을 이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4.1 초등 예비교사의 창업가정신 교육에 대

한 경험과 태도

창업체험교육, 창업가정신 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5.1%(73명)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초·중·고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창업체험교육

이나 창업동아리,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에 참여해 보거나 

실제 창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4.8%(10명)만
이 창업교육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교

육, 창업가정신 교육은 초등 예비교사들에게 다소 생소한 개

념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대상의 창업가정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89.4%(186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초등

교사들도 창업가정신 핵심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라는 질문에는 77.4%(161명)이 동의하여, 초등 예비교사들

이 창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나아가 대학에서 창업 관련 교육, 창업체험활동이 제공된다

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2%(117명)이 참여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기회가 된다면 창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8.2%(121명)이 창

업 시도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창업교육이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초등 예비교사의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수준

4.2.1 전체 응답자의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수준

전체 응답자들의 창업가정신 핵심역량별 기술통계 분석 결

과는 <표 3>과 같다. 핵심역량군별로 살펴보면 도전 역량군

과 집단창의 역량군의 평균이 3.98로 가장 높았고, 다음 자기

주도 역량군의 평균이 3.95였고, 가치창출 역량군의 평균이 

3.72로 가장 낮았다. 가치창출 역량군의 평균 점수는 도전 역

량군, 자기주도 역량군, 집단창의 역량군의 평균 점수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나(p < 0.001), 다른 역량군들 사이

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위 핵심역량별로 살펴보면 공

동의사결정 역량의 평균이 4.13으로 가장 높았고, 혁신성 역

량의 평균이 3.45로 가장 낮았다.

<표 3> 창업가정신 핵심역량군 및 하위 핵심역량별 기술통계 

결과(n=208)

핵심
역량군

핵심역량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치창출 3.72 0.565 2.00 5.00

혁신성 3.45 0.753 1.50 5.00

사회적 가치지향 3.96 0.663 1.75 5.00

변화민첩성 3.73 0.711 1.50 5.00

도전 3.98 0.574 2.00 5.00

성취지향성 4.02 0.725 2.00 5.00

위험감수역량 4.04 0.575 2.00 5.00

회복탄력성 3.88 0.640 1.50 5.00

자기주도 3.95 0.586 1.08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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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학년에 따른 창업가정신 핵심역량군 및 핵

심역량 차이 분석

학년에 따른 창업가정신 핵심역량군 및 핵심역량의 평균 차

이를 일원분산분석(ANOVA)을 통해 분석한 결과 모든 핵심역

량군과 핵심역량의 학년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p > 0.05).

4.2.3 성별에 따른 창업가정신 핵심역량군 및 핵

심역량 차이 분석

성별에 따른 창업가정신 핵심역량군 및 핵심역량의 평균 차

이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에 차이는 있으나 

모든 핵심역량군과 핵심역량에 있어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남학생의 평균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 연구 모집단의 남학생 비율은 22%이며, 응

답자 중 남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18%로 여학생에 비해 적었

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에 있어 표본 수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4> 성별에 따른 창업가정신 핵심역량군 및 핵심역량 

차이 분석 결과

*p < 0.05, **p < 0.01, ***p < 0.001

4.3 창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태도에 따른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수준

4.3.1 초등교사 필수역량으로서의 중요성 인식

여부에 따른 창업가정신 핵심역량군 및

핵심역량 차이 분석

초등교사들도 창업가정신 핵심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 필수역량으로서의 중요성 인식 여부에 따른 창업가정신 

핵심역량군 및 하위 핵심역량의 평균 차이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4대 핵심역량군의 평균값은 모두 필요성을 인식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핵심역량 중 자율성, 자기관리, 자원연계역량

을 제외한 9개 핵심역량의 평균값 또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5> 초등교사 필수역량으로서의 중요성 인식 여부에 따른 

창업가정신 핵심역량군 및 핵심역량 차이 분석 결과

자율성 4.10 0.669 1.00 5.00

자기관리역량 3.82 0.694 1.25 5.00

끈기 3.94 0.672 1.00 5.00

집단창의 3.98 0.544 1.92 5.00

공동의사결정 4.13 0.617 2.00 5.00

자원연계역량 4.01 0.627 1.50 5.00

협력성 3.82 0.615 1.50 5.00

핵심
역량
군

핵심역량 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t p

가치창출
남자 35 3.41 0.616

-3.550*** .000
여자 160 3.78 0.545

혁신성
남자 35 3.19 0.781

-2.127* .035
여자 160 3.49 0.753

사회적 
가치지향

남자 35 3.58 0.804
-3.972*** .000

여자 160 4.05 0.597

변화민첩성
남자 35 3.45 0.795

-2.506* .013
여자 160 3.79 0.701

도전
남자 35 3.68 0.685

-3.370** .001
여자 160 4.04 0.547

성취지향성
남자 35 3.71 0.806

-2.759** .006
여자 160 4.08 0.712

위험감수역량
남자 35 3.79 0.721

-2.811** .005
여자 160 4.10 0.544

회복탄력성
남자 35 3.55 0.750

-3.396** .001
여자 160 3.95 0.609

자기주도
남자 35 3.63 0.719

-3.633*** .000
여자 160 4.02 0.540

자율성
남자 35 3.71 0.840

-3.756*** .000
여자 160 4.17 0.602

자기관리역량
남자 35 3.49 0.813

-3.276** .001
여자 160 3.91 0.658

끈기
남자 35 3.69 0.820

-2.342* .020
여자 160 3.99 0.639

집단창의
남자 35 3.75 0.676

-2.882** .004
여자 160 4.04 0.511

공동의사결정
남자 35 3.89 0.770

-2.640** .009
여자 160 4.19 0.573

자원연계역량
남자 35 3.79 0.817

-2.205* .029
여자 160 4.05 0.591

협력성 
남자 35 3.56 0.619

-2.792** .006
여자 160 3.87 0.597

핵심
역량
군

핵심역량

중요
성 
인식 
여부

N 평균
표준
편차

t p

가치창출
yes 161 3.78 0.548

3.233** .001
no 42 3.47 0.593

혁신성
yes 161 3.53 0.711

2.678** .008
no 42 3.18 0.884

사회적 
가치지향

yes 161 4.02 0.664
2.416* .017

no 42 3.74 0.640

변화민첩성
yes 161 3.80 0.711

2.575* .011
no 42 3.49 0.665

도전
yes 161 4.04 0.589

3.207** .002
no 42 3.73 0.474

성취지향성
yes 161 4.11 0.693

3.520** .001
no 42 3.67 0.784

위험감수역량
yes 161 4.09 0.595

2.651** .009
no 42 3.83 0.470

회복탄력성
yes 161 3.93 0.679

2.248* .026
no 42 3.68 0.449

자기주도 yes 161 4.00 0.599 2.227*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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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5, **p < 0.01

4.3.2 대학에서의 창업 관련 교육 참여 희망 여

부에 따른 창업가정신 핵심역량군 및 핵

심역량 차이 분석

대학에서의 창업 관련 교육 참여 희망 여부에 따른 창업가

정신 핵심역량군 및 핵심역량의 평균 차이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가치창출 역량군과 도전 역량군의 경우는 창업 

관련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집단의 평균값이 희망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단, 하위 역

량 중 변화민첩성 역량과 위험감수 역량의 평균값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기주도와 집단창의 핵심역량군

과 해당 하위 역량의 평균값은 모두 대학에서의 창업 관련 

교육 참여 희망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표 6> 대학에서의 창업 관련 교육 참여 희망 여부에 따른 

창업가정신 핵심역량군 및 핵심역량 차이 분석 결과

*p < 0.05, **p < 0.01

4.3.3 창업 시도 의향 여부에 따른 창업가정신

핵심역량군 및 핵심역량 차이 분석

기회가 된다면 창업을 시도해 볼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 창업가정신 핵심역량군 및 핵심역량의 평균 차이를 t-검
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가치창출 역량군과 도전 역량군의 경

우는 창업을 시도해 볼 의향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이 희망하

지 않는 집단의 평균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

한 창업 시도 의향이 있는 집단의 가치창출 역량군의 하위 

역량인 혁신성, 사회적 가치지향, 변화민첩성이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창업 시도 의향이 있는 집단의 도전 

역량군의 하위 역량 중 회복탄력성 역량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 한편, 자기주도와 집단창의 핵심역량군과 하위 

역량의 평균값은 모두 창업 시도 의향 여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핵심
역량
군

핵심역량

교육 
참여 
희망 
여부

N 평균
표준
편차

t p

가치창출
yes 117 3.82 0.516

3.061** .003
no 91 3.58 0.599

혁신성
yes 117 3.59 0.684

2.926** .004
no 91 3.28 0.806

사회적 
가치지향

yes 117 4.07 0.602
2.644** .009

no 91 3.83 0.714

변화민첩성
yes 117 3.80 0.683

1.684 .094
no 91 3.63 0.739

도전
yes 117 4.06 0.539

2.242* .026
no 91 3.88 0.606

성취지향성
yes 117 4.12 0.694

2.246* .026
no 91 3.89 0.747

위험감수역량

yes 117 4.07 0.539
1.136 .257

no 91 3.98 0.618

회복탄력성
yes 117 3.98 0.630

2.469* .014
no 91 3.76 0.636

자기주도
yes 117 3.97 0.553

.416 .678
no 91 3.93 0.628

자율성
yes 117 4.12 0.623

.619 .536
no 91 4.07 0.725

자기관리역량 yes 117 3.81 0.677 -.188 .851

no 91 3.83 0.719

끈기
yes 117 3.96 0.645

.665 .507
no 91 3.90 0.707

집단창의
yes 117 4.03 0.522

1.328 .186
no 91 3.93 0.569

공동의사결정
yes 117 4.15 0.630

.562 .575
no 91 4.10 0.603

자원연계역량
yes 117 4.05 0.598

1.301 .304
no 91 3.96 0.663

협력성 
yes 117 3.89 0.587

1.915 .057
no 91 3.73 0.641

핵심
역량
군

핵심역량
창업
시도
의향

N 평균
표준
편차

t p

가치창출
yes 121 3.85 0.508

4.256*** .000
no 87 3.53 0.588

혁신성
yes 121 3.63 0.673

4.153*** .000
no 87 3.21 0.792

사회적 
가치지향

yes 121 4.06 0.609
2.416* .017

no 87 3.83 0.714

변화민첩성
yes 121 3.87 0.682

3.366*** .001
no 87 3.54 0.710

도전
yes 121 4.05 0.565

2.109* .036
no 87 3.88 0.576

성취지향성
yes 121 4.08 0.728

1.550 .123
no 87 3.93 0.714

위험감수역량
yes 121 4.10 0.571

1.790 .075
no 87 3.95 0.573

회복탄력성
yes 121 3.97 0.600

2.306* .022
no 87 3.76 0.678

자기주도
yes 121 3.96 0.572

0.104 .917
no 87 3.95 0.607

자율성
yes 121 4.12 0.637

0.435 .664
no 87 4.07 0.713

자기관리역량 yes 121 3.79 0.683 -0.754 .452

<표 7> 창업 시도 의향에 따른 창업가정신 핵심역량군 및 

핵심역량 차이 분석 결과

no 42 3.78 0.527

자율성
yes 161 4.13 0.689

1.038 .301
no 42 4.01 0.616

자기관리역량
yes 161 3.86 0.715

1.379 .169
no 42 3.69 0.627

끈기
yes 161 4.02 0.653

3.412** .001
no 42 3.63 0.679

집단창의
yes 161 4.04 0.556

2.831** .005
no 42 3.78 0.466

공동의사결정
yes 161 4.19 0.634

2.887** .004
no 42 3.89 0.510

자원연계역량
yes 161 4.06 0.656

1.686 .093
no 42 3.88 0.482

협력성 
yes 161 3.88 0.605

2.882** .004
no 42 3.5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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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5, **p < 0.01, ***p < 0.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원양성대학 재학생인 초등 예비교사의 창업가

정신 교육에 대한 경험과 태도 및 이들의 창업가정신 핵심역

량 수준, 그리고 창업가정신 태도에 따른 창업가정신 핵심역

량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초등 예비교사들은 창업가정신 교육에 대

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창업 관련 체험활동에 직접 참여

해 본 경험도 매우 적었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초등교사도 창

업가정신 핵심역량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창업가정신 교

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공감하고 있었으며, 
대학에서 창업 관련 교육이 제공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지와 

기회가 된다면 창업을 시도할 의향이 있다는 창업가정신 교

육 및 창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편이었다. 이는 초등 예비

교사들이 창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제 창업가정신 교육이나 창업체험교육

을 받을 경험과 기회가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앞으로 초·
중·고등학생들의 창업가정신 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교사들의 창업가정신 교육과 체험 기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 연수도 필요하지만 앞으

로 교직에 나가게 될 예비교사들이 대학 교육과정에서 창업

가정신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교육 변화의 주체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orasi & Finnegan, 
2010; Haara et al., 2016). 
둘째, 핵심역량군별로 나눠서 볼 때 도전, 집단창의, 자기주

도 역량군에 비해 혁신성, 사회적 가치지향, 변화민첩성으로 

구성된 가치창출 역량군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p 
< 0.001). 직업 안정성을 선호하는 초등 예비교사들의 전반적

인 직업 동기 특성(김재원․정바울, 2018; 정윤경 외, 2020) 및 

변화에 저항하는 교사 집단의 특성(김은정, 2018; 박주호, 
2011; Terhart, 2013; Zimmerman, 2006)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학년에 따른 창업가정신 핵심역량군 및 하위 핵심역

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사례가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초등 예비교사들은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과 경험을 통해 창업가정신 핵심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2018년 대학 창업인프라 실태조사(창업진흥원, 
2019)에 따른 전국 대학 중 정규교과로 창업강좌를 운영한 학

교는 74.9%(313개교)이고, 창업동아리를 보유한 학교는 

67.7%(283개교)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양성대학의 경우 정

규교과로 창업강좌를 운영하는 학교는 없다. 특수목적대학인 

교원양성대학의 특성 상 정규교과로 창업강좌를 개설, 운영하

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창업가정신 

역량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교원양성대학의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에서도 창업가정신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창업가정신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은 창업절차나 기술 그 자체를 교육 내용

으로서 다루기 보다는 교수·학습 방법과 전략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Haara & Jenssen, 2016; Haara et al., 2016). 
교원양성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학교나 교실 현장의 교육 문

제를 인식하여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해결책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프로젝트 

기반의 강좌를 통해 창업가정신 핵심 역량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I와 같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에듀테크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

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기회과 경험

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반적으로 교원양성대학 여학생들의 창업가정신 핵

심역량 평균이 모든 역량 영역에서 남학생의 평균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여성들의 창업활동 및 기업

가적 지향성 및 기업가적 역량 수준이 남성보다 낮다(한국청

년기업가정신재단, 2019)는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본 연

구에서 이러한 성별 차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

렵다. 부분적으로 교원양성대학의 남녀 성비 등으로 인한 특

성에 기인하는 결과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성별 차이 자체보

다는 성별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또한 교원양성대학 재학생을 위한 창업가정신 역

량 교육에 있어 이러한 성별 차이를 고려한 교육 환경이 제

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초등교사도 창업가정신 핵심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집단의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평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원양성대학에서 핵심역량을 기

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예비교사 자신의 창업가정신 핵

심역량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증가하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의 창업가정신 핵심역량과 교육의 중요성도 높게 인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창업가정신 관련 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집단과 기회가 된다는 창업을 시도할 의향이 있는 집단의 가

치창출 역량군과 도전 역량군의 평균값이 각각 상대 집단의 

평균값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자기주도 역량군과 집단창

의 역량군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no 87 3.86 0.710

끈기
yes 121 3.96 0.678

0.618 .537
no 87 3.90 0.666

집단창의
yes 121 4.02 0.499

0.983 .327
no 87 3.94 0.602

공동의사결정
yes 121 4.15 0.588

0.678 .499
no 87 4.09 0.658

자원연계역량
yes 121 4.06 0.568

1.367 .173
no 87 3.94 0.699

협력성 
yes 121 3.84 0.584

0.537 .592
no 87 3.7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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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원양성대학생들의 경우 창업가정신 핵심역량 중 특히 

가치창출과 도전 역량 수준이 이들의 창업가정신 관련 태도

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주도 역량이나 집단

창의 역량의 경우 창업가정신 이외에도 미래 시민역량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온 역량으로 이는 예비교사의 창업가정

신에 대한 태도에 따른 차이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교원양성대학 재학생 대상의 창업가정신 역량 교육이 

기타 다른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특

별히 가지창출과 도전 역량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창업 시도 

의향을 실제 창업을 할 것인가의 여부보다 전통적인 학교 환

경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위하여 무엇인가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실천 역량 발현의 가능성으로 

본다면 변화의 주체로서 교사와 예비교사의 가치창출 및 도

전 역량을 개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소경희․최유리, 2018; 유

용모․김미숙, 2020; Badley, 1986; Fullan, 1993).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 예비교사를 위한 창업가정

신 역량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창업가정신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Haara et 
al.(2016)는 창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유럽 연합의 여러 국가들의 경우도 창업가정신과 

창업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렵고 공유된 인식이 부족

하기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창업가정신 교육이 안착되

기 어렵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초·중·고등

학교 현장에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교육이 보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와 인식은 부족하다(백민정 외, 
2017). 따라서 교원양성대학 과정에서 창업가정신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창업과 창업가정신, 창업교육에 관심이 높은 예비

교사와 그렇지 않은 예비교사의 창업가정신 핵심역량에 차이

가 있는 만큼 예비교사를 위한 창업가정신 역량 강화 교육도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예비교사 대상의 창업가정신 교육은 이론적 강의가 

아닌 실천적 활동으로 경험되어야 한다. 2017년 우리나라 전

국 대학에 개설된 창업교육 강좌 중 이론형은 4,354개(78.7%), 
실습형은 2,479개(21%)로 아직 이론형이 많으나 실습형의 비

중은 전년 대비 14.5% 증가하여 점차 실습형의 비율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창업진흥원, 2019). 특히 교원양성대학 재

학생들의 경우 실제 창업 할 확률이 타 대학생들에 비해 매

우 낮으므로 교원양성대학에서는 창업에 대한 이론보다는 창

업가정신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습형 활동 중심의 프로

젝트 학습 등이 적합하다.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실전 

창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

적 기업 창업체험, 모의 창업체험 등의 활동을 통해 창업가정

신 핵심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창업가정신 교육은 학교 내 교사의 노력 만으로는 한

계가 있으며 학교 밖 창업가, 기업체 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

며,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학교 간 협력이 중요하다(Eyal, 
2008). 진미석 외(2019)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미래역량으로서 기업가정신 역량을 기르기기 위해서는 체계

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교사교육을 강화하며, 실패를 허용하고 실

패를 연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예비교사를 

위한 창업가정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도 대학 내 자원 뿐 

아니라 대학 밖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
업체와의 연계, 지역 사회와의 연계, 학교 현장과의 연계 등

을 통해 실제 우리가 풀어야 할 현안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가정신을 하나의 교수·학습 전략으로 이해

한다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생활과 연관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창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

과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패에 대한 관용의 문화 형

성은 특정 교과와 무관하게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 교수·학습법이다. 교원양성대학 과정에서 이

러한 학습 경험을 한 예비교사들은 향후 학교 현장에서 자신

이 경험한 창업가정신 교수·학습 전략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행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Borasi & Finnegan, 2010). 따라서 이러한 혁신과 창의적 사고

를 독려하고 실패를 허용하고 관용으로 이해하는 교원양성대

학의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경쟁적

이고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문화이다. 이러한 교육 문화에서 

성공해 온 초등 예비교사들의 경우 규범을 벗어나거나 실패

의 상황을 허용하기 어렵다. 불확실성과 모호함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핵심역량을 가르쳐

야 할 교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먼저 창의적

이고 혁신적이며 실패를 허용하는 학습 문화에 적응하고 그

러한 학습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는데 앞장 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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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Experiences and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Core

Competencies of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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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periences and attitudes of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the level of entrepreneurship 
core competencies, and to analyze differences in entrepreneurship core competencies by grade, gender, and attitude. To this end, 208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who responded to the online questionnaire surveyed their experience, attitudes, perceptions, 
entrepreneurship attempts, and entrepreneurship core competency levels. As a result, pre-service teachers had a low level of understanding 
and direct participation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need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eachers 
was high. The average of the value-creation competency group consisting of innovation, social value orientation, and change agility was 
relatively lower than the challenge, group creativity, and self-directed competency group. The difference of the entrepreneurship core 
competency level between the grades was not significant, and female students' competency level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male students. In addition, the average of the four core competencies of entrepreneurship in the group tha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as essential competencies was statistically higher than that of their counterpar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enhancing entrepreneurship competency for element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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