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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영재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최 민 경

한국발명진흥회

5)

기업영재에 대한 연구는 최근 새롭게 떠오른 분야로서 날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영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탐색을 통해 기업영재의 개념에 대해 전반적

으로 개관하고 저자 나름의 견해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이어질 기업영재의 학술적 기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그간 기업영재를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 문헌을 분석하

여, 기업영재의 생애 초기 개인 및 환경 특성, 기질 및 성격 특성, 인지 특성, 진로 및 흥미 

특성을 종합하였다. 둘째, 기업영재 관련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고찰해야 할 연구 분야로 기업

가, 잠재적 기업가, 발명영재 등 기업영재 제 유사 개념, 기업가정신, 생애발달, 그리고 관리 

능력 및 실용 지능과 같은 능력 요소를 제안하고, 이들 분야와 기업영재와의 관련성을 탐색하

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업영재의 개념적 정의는 ‘기회 추구 및 혁신을 

위해서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인력 및 자원에 대한 관리-조정 잠재력이 뛰어난 자’이다. 
논의에서는 기업영재 연구가 현재의 교육 및 정책에 제시하는 함의를 검토하였다.

주제어: 잠재적 기업가, 발명 영재, 기업가 인지, 혁신 교육, 창의 인재 개발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목

영재성은 혁신(innovation) 및 경제적 번영과 직결된다(Shavinina, 2009a). 기업영재는 최근 

새롭게 떠오른 영재 분야로서 날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업영재는 그 개념적 본질 

자체로, 그 어떤 영재 하위 분야보다 혁신 및 경제적 번영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 특히,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과 초국적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대 기업환경에서는 변화

된 경제 환경에 대한 혁신적 대처 방안으로서 기업가(entrepreneur)에 대한 의존과 중요성, 
그리고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기업영재에 대한 연구는 국가 경

제를 책임질 국제적 기업가를 생애 초기부터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범국가적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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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기에 있는 잠재적 기업가, 즉 아직 기업가로서의 능력이 발현되지는 않았지

만, 향후 기업가로 성장할 충분한 역량과 의향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관심

은 증대 추세에 있다. 최근 청년 창업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실제로 밝혀짐에 따

라, 기업가 조기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정책적 

지원이 증대되고 있다. 예컨대, 기업가정신 교육의 강국으로 떠오른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시작되고 있다. 이는 그간 

대학이상의 교육에 치중했던 기업가 및 기업가정신, 그리고 경영교육의 형태와 내용이 변화

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국에서 역시 이러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한국 특허청에서는 미래 산업 인재 육

성의 일환으로 발명영재와 기업영재를 선발 ․ 육성하고 있지만(이찬, 2009), 이들 간의 개념적 

구분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확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각의 집단에게 어떠한 지

원과 교육이 보다 적합한지에 대한 비전 확립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혁신 기반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영재의 개념에 대

한 이론적 체제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기업영재 영역의 학문적 체제화를 위해 개념적 고

찰을 시행하고, 관련 분야 및 제 유사 개념을 개관하며, 기존에 진행된 기업영재 관련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기업영재 관련 연구가 향후 보다 활발하게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코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시도는 첫째, 기업영재의 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제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현재 기업영재에 대한 개념적 확립이 미흡함

으로 인해 전체적인 조망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영재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과 관

련 영역 및 개념들을 제안함으로써 기업영재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업영재를 위한 학제 간 연구를 시작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

다. 기업영재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학제 간 연구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다양한 영역들 

간에 논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개념 등에 대한 공통된 전제 및 합의를 바탕으로 학제 간 연

구의 기반이 필요한 바, 향후 증대될 이러한 학제 간 연구에 본 논문이 개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영재에 대한 이론적 토대 구축은 영재교육뿐만 아

니라 교육 일반과 인재 정책에 대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기업영재를 발

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은 혁신 교육인데, 혁신 교육은 비단 

기업영재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동 ․ 청소년에게 혁신정신을 불러일으

키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기업영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탐색을 통해 기업영재의 개념에 대해 전

반적으로 개관하고 저자 나름의 견해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이어질 기업영재의 학술적 기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우선 기업영재에 대해 그간 진행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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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종합함으로써 기업영재의 고유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기업영재의 고유특성에 대

한 앞선 종합을 기반으로 기업영재의 개념에 대해 고찰해 보기 위해 기업영재를 논의함에 

있어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연구 분야를 제안하고, 각 분야와 기업영재와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기업영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지적될 수 있는 경영분과에서는 기

업영재와 관련하여 어떤 연구들이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학제 간 연구의 공통

분모를 찾고자 하였다. 셋째, 앞선 논의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기업영재에 대한 저자 나름

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업영재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정의를 제안함

으로써 기업영재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정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시도는 경영 및 경제학계에서의 기업가정신 및 기업 경영 연구의 확장에 도움

을 줄 뿐만 아니라 인재개발 및 청소년 발달 영역의 연구 또한 확장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

다. 무엇보다 기업영재 연구는 학제 간 결합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가 향후 진행될 보다 활

발한 체계적인 학제 간 연구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II. 기업 재의 특성

기업영재의 개념에 대해서 고찰하고 기업영재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정의를 제안하기 위

해 우선, 그간 기업영재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기업영재에 대해 밝혀진 특성을 

종합하고자 하였다. 

1. 생애 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개인 , 환경  특성

가. 개인  특성

기업영재에 대한 초기 연구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로 Larisa Shavinina를 꼽을 수 

있다. Shavinina(2009b)는 그 성취와 자질에서 명백히 검증된 4인의 세계적인 기업가, 
Richard Branson, Micheal Dell, Bill Gates, Warren Buffett의 자서전을 연대기적으로 분석하

여 기업영재의 발달단계에서 생애초기에 나타내는 두 가지 특성을 추출하였다. 첫 번째 특

성은 기업영재가 나타내는 생애 초기 표지(early signs of entrepreneurial giftedness)로서 개인

적 역량 및 특성이다. 두 번째는 미시사회적 요소(micro-social factors)로서 4인의 대표적인 

기업영재의 생애 초기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환경적 요소이다. 
우선, 기업영재의 생애 초기 표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섯 가지 고유특성(specific 

feature)과 일곱 가지 일반특성(general feature)이 나타났는데, 고유특성은 기업영재에게만 영

역 특수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고, 일반특성은 기업영재 뿐만 아니라 모든 성공한 개인에게

서 나타나는 역량 및 특성을 의미한다. 
우선, 다섯 가지 고유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영재는 사업 창의성이 높다. 이윤을 

남기는 것과 관련된 창의적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창안해낸다. 둘째, 실재성이 높다. 즉, 아이

디어를 아이디어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실제 제품, 서비스, 혹은 체계로 구현(implementation)
한다. 셋째, 숫자 계산에 능하다. 이론적인 수학 문제에 대해서는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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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하지도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적 이윤을 예측하는 등의 실제적인 셈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넷째, 협상능력이 뛰어나다. 자신의 사업 구상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

한다. 주변 사람들, 가족, 친척들을 개입시키려고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실용성을 추구한다. 
불필요한 단계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실제적인 일들을 하고자 한다. 

일곱 가지 일반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에 대한 인내심이 높다. 이들은 그들의 첫 

번째 실패 이후에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하기로 결심한 것에 대해서는 성공할 것이라

는 강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할 때까지 다시 시도한다. 둘째, 긍정적 태도와 

‘세상을 바꾸려는 태도(change the world attitude)’를 가진다. 이들은 설립한 기업과 그들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패를 실패로 인식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에 대한 기회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가 이들이 마침내 성공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셋째, 도전적인 환경에 대한 이른 시기에 노출된다. 도전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속성들 중 하나인데, 환경적으로 이들은 어

린 시절부터 도전에 노출되어 왔다. 넷째, 탁월함, 완벽을 추구하고, 경쟁심이 있다. 어린 시

절부터 도전에 일찍 노출되고, 스포츠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기업영재들

은 경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다섯째, 학과 공부에 대한 (일반적으로) 흥미가 낮다. 실
제적인 프로젝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여섯째, 
사고와 행동에서 독립적이다. 권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 매우 독립적이다. 마지막으로, 규범을 무시한다. 규범을 따르는 것에 

낮은 흥미를 보인다. 필요에 의해 규칙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 괘념치 않는다. 
Shavinina(2009b)는 무엇보다 이러한 특성이 생애 초기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성인으로서 창업에 성공한 그들이 성공에 이르게 한 그들의 특성을 생애 초기에도 가지

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우며 바로 이러한 점이 기업가의 선천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

를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환경  특성

Shavinina(2009b)가 도출한 기업영재의 생애 초기 발달적 특성 중 두 번째는 미시사회 요

소(micro-social factors)에서의 특성이다. 거시 사회 요소(macro-social factors)가 한 개인이 살

아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예컨대, 동시대의 시대정신과 같은 것이라면, 미
시 사회 요소란 가족, 학교, 대학, 그리고 비교적 근거리 안에 있는 사회적 환경들(예컨대, 유
년기 친구)을 지칭한다. 가족 환경과 교육 기회와 같은 미시 사회 요소는 개인의 성취에 많

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보고되어 왔다. 
기업영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내재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 기업영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지원 및 자원은 기업영재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가족 중

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은 인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그 외에도 롤모델과의 접촉기회, 공교육의 역할, 부모뿐만 아니라 영재를 둘러싸고 있

는 주변 사람들의 존재,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적 분위기, 어머니의 교육 수준 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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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Shavinina(2009b)는 미시 사회 요소를 부모와 그 외 확대 가족의 

두 가지 범위로 구분하고 각 범위에서 나타나는 일반특성과 기업영재에게 나타나는 고유 특

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부모 확장된 가족

일반
특성

넓은 흥미 범위
자식에 대한 극진한 사랑
아이에 대한 신뢰
진실하면서도 열린 관계
자녀들을 평등하게 대함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함
자녀에 대한 높은 윤리적 잣대

광범위한 흥미 범위
높은 관심, 지원적, 자녀에 대한 믿음

고유 
특성

세상을 바꾸고, 규칙을 넘어서는 태도
모험을 사랑함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
팀워크에 대한 중요성 강조

롤모델로 기능하는 특정 인물의 존재
롤모델이 영재에게 도전으로 기능

<표 1> 기업영재의 생애 초기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 사회 요소(Shavinina, 2009b)

Shavinina(2009b)의 연구는 몇 가지 인물의 자서전에 근거하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제한점

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기업영재의 특성에 대한 거의 최초의 연구 결과로

서 기업영재의 개념을 학계에 도입하고 소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실증적 방법을 통해 기업영재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기질  성격  특성

최민경과 이행은(2013)은 기업영재의 선천적 특성과 후천적 성격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기업영재의 기질 및 성격 표준형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

하는 청소년 기업인 육성 사업의 일종인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사업에 참여하는 

중 · 고등학교 250여명의 청소년 기질 및 성격 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Cloninger et al., 1994) 수치를 분석하였다. JTCI는 기질(temperament), 즉 생물학적, 유
전적 기반을 가진 개인의 기본 성향과 성격(character), 즉 기질을 바탕으로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을 통해 일생을 통해 변화하며, 개인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반영

하는 성향을 동시에, 그리고 구분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검사이다. JTCI는 Cloninger(1987)가 

제안한 네 가지 기질 차원 척도와 세 가지 성격차원 척도와의 조합을 통해 한 개인의 특성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기질-성격 모형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연구 결과, 기업영재는 기질적으로 낙천적이고 성격적으로 성숙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

며, 이러한 특징은 동일 학교급의 일반 청소년 집단과 구분되었다. 세부 차원값을 보자면, 자
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낮고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유형으로 ‘유쾌함’을 특징으로 한다. 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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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쾌한 유형들의 대표적인 특성은 낯선 상황에서도 동요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차분

하며 매사 낙관적이며 질서정연하면서도 조직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민병

배, 오현숙, 이주영, 2007). 특히 기업영재는 자신의 기질적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

하는 등 적응적인 측면에서도 일반 청소년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과

학영재, 성적우수집단, 그리고 지능이 높은 청소년 집단과도 차별화됨으로써 하나의 독특한 

영재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기업영재의 특성은 상당 부분은 생애 초기에 나타나며 전 생애를 통해 안정적이라는 점, 

즉 생애 초기의 특성은 이후 기업가로서의 역량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청소년기에 있는 기업영재의 선천적 기질과 성격 발달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향후 

연구에 함의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인지  특성

최근 기업가 혹은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인지, 즉 기업가가 어떻게 사고하고, 판단하는지, 
기업가의 인지 특성에 대한 연구는 서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기업 인지

(Entrepreneurial Cognition)는 신생 학문으로서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자원

을 확보하고 사용하며,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등, 기업 운용의 제반 활동에서 

필요한 인지과정의 특성과 뛰어난 기업가의 인지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인지적 접근(cognitive perspective)에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정보처리적 접근이라는 개

념이다. 정보처리적 접근에서는 인간의 인지과정을 모종의 정보처리과정(information proce-
ssing)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컴퓨터 은유를 통해 인간의 인지과정을 모형화한다. 즉, 인간의 

사고과정은 컴퓨터와 같이 입력(input)에 대해 모종의 처리과정(processing)을 거쳐 출력

(output)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입력은 인간에게 사고를 유발하는 모든 자극, 사건, 대
상이 될 수 있겠고, 출력 또한 행동, 사고, 느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비록 컴퓨터와 인간이 

사고과정을 은유하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처리과정 혹은 처리규칙은 컴퓨터와 인간과는 상

이한 점들이 있으며, 인간의 고유한 인지처리상의 특징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대표적인 분

야가 인지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최민경, 윤상석, 2013). 
이러한 인지심리학 및 인지과학의 정교한 설명방식을 통해 기업가의 인지적 처리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민경과 윤상석(2013)은 대표적인 기업가

적 인지과정으로서 판단과 의사결정과정 및 위험추구와 기회포착의 기저에 깔린 인지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기업가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요구되는 인지적 기능으로 판단과 

의사결정과정을 들 수 있다. 판단과 의사결정은 Kahneman과 그의 오랜 동료 Tversky가 인

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입지전적인 연구를 수행한 이후 우리 사회의 곳곳에 녹아들

었다. 즉, 사람들은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때 주어진 모든 정보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

어진 정보에 부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편향(bias)과 휴리스틱(heuristic)을 사용한다

(Tversky & Kahneman, 1983).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타내는 편향과 휴리스틱에서 기업가들

은 어떠한 차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Busenitz와 Barney(1997)는 기업가 의사결정을 크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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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uncertainty)과 복잡성(complexity)로 대별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가는 일반인보다 

훨씬 정보가 부족하고, 복잡하며,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중대한 의사결정의 연속을 경험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가의 의사결정은 일반인들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보인다. Busenitz와 Barney(1997)은 기업가가 일반인에 비해 과신 편향(overcon-
fidence bias)과 대표성 휴리스틱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기업가는 성공 가능

성에 대해 매우 낙천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행동가로서의 특징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표성 휴리스틱을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정보 수집 보다는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소수 사례로부터 의사결정을 하며, 복잡성과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이다. 요컨

대, 기업가는 일반인들에 비해 편향과 휴리스틱에 보다 의존하는 의사결정자이며, 그러한 면

에서 시간이 걸리는 결정보다 신속하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자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가의 의지적 특성은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분야이기

도 하거니와 현대 경제 · 사회 전반에 매우 큰 파급력을 가진 학문 분야로서 최근 활발히 연

구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 기업영재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처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애 단계에 따라 인지적 기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

는 인지적 기능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독특한 사고 패턴이 관찰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영재의 본질적인 능력 및 발달에 대한 특성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인지심리학적 접근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4. 진로/흥미 특성

소정(2012)은 한국의 청소년 기업영재의 직업적 흥미유형을 조사하였다. 특허청과 한국발

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 참가자, 즉 발명과 기업

가정신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중등 청소년과 전국 8개 시·도의 발명교실에 소속된 중등 집단

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STRONG 진로탐색검사를 활영하여 Holland의 직업분류

체계, 즉 RIASEC의 각 6개 흥미유형에 해당하는 현장형(Realistic), 탐구형(Investigative), 예
술형(Artistic), 사회형(Social), 진취형(Enterprising), 사무형(Conventional) 중 하나를 각 개인

의 직업흥미유형으로 할당하였다. 즉, 6가지 흥미유형에 대한 검사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

를 각 개인의 흥미유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소정(2012)에 따르면 청소년 기업영재 집단은 

발명교실 집단에 비해 학문적 연구와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탐구형과 리더

십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일을 선호하는 진취형 유형이 유의하게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정(2012)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윤상석과 최민경(2013)은 청소년 기질 및 성격

검사(JTCI)와 STRONG검사를 사용하여 기업영재의 기질적 특성이 직업적 흥미 유형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기업영재의 기업가적 특성이 선천적인 기반에서 유래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STRONG검사를 통해 진로 유형을 제시할 때는, 앞서 언급했던 RIASEC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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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두 가지 유형 조합 정보를 제시한다. 즉, RIASEC의 여섯가지 유

형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 유형과 그 다음으로 높은 두 가지 유형 정보의 쌍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상석과 최민경(2013)은 소정(2012)과 동일한 청소년 기업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RIASEC 쌍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탐구-진취형으

로서 이들은 학구적인 동시에 외향적이고 설득적인 기업가적 특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탐구-진취형의 특성은 대규모 조직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일을 선호하

고, 소규모일지라도 비슷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하며, 
분석적인 시각을 필요로 하는 사업분야, 예컨대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 묘사는 기술기반을 창업을 지

향하는 인재상과 적절히 부합하는 설명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탐구-진취형은 RIASEC 척도가 제시하는 유형 간 거리에서 가장 

먼 유형들 중 하나이다. Holland는 육각형 모형의 제안을 통해 여섯 가지 흥미유형을 그들 

사이의 유사성에 따라 체제화하였다.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는 유형일수록 가까이 배치되고, 
먼 거리에 배치한 결과 RIASEC의 각 유형이 육각형의 한 꼭짓점을 이루는 육각형 형태의 

배치를 이룬다. 탐구형과 기업형은 육각형의 대각선상에 위치하는 유형으로 둘 간의 유사성

보다는 대별되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유형 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기업영재의 직

업 흥미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유형이 탐구-기업형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직업 

흥미론의 관점에서 매우 희귀한 현상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세기의 융합인재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으며, 청소년 기업영재라는 독특한 집단

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아울러 윤상석과 최민경(2013)은 선천적인 기질적 특성이 직업적 흥미 유형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JTCI의 7가치 척도치를 예측변

인으로, STRONG의 6가지 흥미 유형을 준거변인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질 및 성격과 직업 흥미 간에는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TCI의 위험회피 점수가 낮을수록 STRONG의 진취성 흥미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천적 기질을 토대로 기업가적 자질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기업영재의 교육 및 선발에 큰 함의를 가질 수 있다. 

III. 기업 재 련 연구 분야

앞서 기업영재의 특성에 대해 기존에 수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기업영재 연구의 체제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연구 분야로서, 첫째, 기업영재 

제 유사 개념(기업가, 잠재적 기업가, 발명영재), 둘째, 기업가정신, 셋째, 생애 발달, 넷째, 능
력 요소(관리 능력, 실용 지능)를 제안하고, 각 분야가 기업영재에 대한 논의에서 가지는 함

의를 고찰하였다. 이들 연구 분야가 기업영재 연구와 가지는 관계 및 그 함의에 대해 아래에

서 자세히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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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업영재 연구의 체계성 확립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야에 국한되지 않

고, 보다 다양한 분야가 향후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Walberg 외(1981)는 전 세계 76
명의 학자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14에서 20세기 사이에 태어난 200명의 탁월한 성인, 예컨대, 
모차르트, 뉴턴, 그리고 링컨과 같은 인물의 가족 및 가정, 교육, 그리고 문화적 조건과 같은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즉 생애 초기의 뛰어난 특성들이 이

들의 향후 성인기의 우수한 성취에 대한 단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애 초기의 개

인 특성과 환경은 우수한 이들을 타인과 구분하는 유의한 표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

과를 도출하기 위해 Walberg와 그 동료들이 조사한 개인 특성은 인지적 특성, 정서적 ․ 신체

적 특성, 그리고 환경 조건은 가족 및 교육 환경, 사회 및 문화 환경의 4가지였다. Walberg와 

그 동료들의 연구와 같이 우수한 성취를 보이는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을 구분해주는 요

인에서 기업영재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분석은 기업영재 연구의 발전을 위해 향후 

필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기업 재 제 유사 개념

기업영재의 개념적 기초를 논의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개념들을 아래에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영재의 기업가적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기업가, 잠재적 

기업가를, 유사한 영재성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발명영재’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가. 기업가

기업영재에 대해 기술하기에 앞서 기업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현대의 기업

가에 대한 논의에서 기업가정신은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한다. 기업가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

에 대해 발휘하는 막강한 힘의 원천이자 행동력(김종관, 1994)으로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

이 부각되는 추세가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고찰

을 통해 기업영재의 개념적 기반을 개관하고자 한다.
기업가란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을 의미한다

(Bygrave & Zacharakis, 2013). 기업가의 정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

을 뿐만 아니라 접근방법이나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 수많은 관점이 공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우선, 기업가라는 용어

의 유래부터 살펴보면, 기업가를 뜻하는 entrepreneur는 불어 동사인 entreprendre(‘어떤 일이

나 거래,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성공을 떠맡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전한다. entrepreneur가 

전문 용어로서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문헌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 16
세기 초에 ‘군대 원정을 이끄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관, 1994).
그 후 entrepreneur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었지만 기업의 설립 및 성장에 

있어 기업가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기 이후라고 알려

진다. 김종현(2006)에 따르면 영국, 즉 최초의 산업혁명은 정부에 의해서 의도적이고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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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제 조건에 경험적으로 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수행되었다. 영국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기술혁신으로 면공업에서의 

방적 및 방직기, 철공업에서의 석탄, 그리고 제 산업에서 증기기관의 이용이 꼽히는데, 이러

한 기술혁신과 조직 변화의 주체로서 민간기업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세계 

각지에서 이어진 산업혁명에서 역시 기업가는 산업 및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인류의 번

영과 행복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킨 주체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신중언(2010)은 현대 기업가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 다음의 네 가지 서로 다른 초점에 따

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위험감수자(risk-bearer)로서의 기업가이다. 이는 Cantillon 
1755, 김종관, 1994에서 재인용)으로부터 시작된 관점으로서 그는 기업가를 고정소득이 보

장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서 이윤을 얻는 자로 보았다. 즉, 미래의 완전한 시장 정

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 상황과 관계없이 제품공급자에게 정해진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상인, 즉 기업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

다. 둘째, 중재자(arbitrageur)로서의 기업가이다. 성태경(2002)은 기업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계속되는 시장의 불균형 상태에서 자원배분을 지시하고 수정하는 일이라고 주장

하였고, Kirzner(1979)는 정보나 지식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균형과 불균형의 과정 속에서 

사업기회의 포착과 이윤추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시장에서 기업가는 새로운 제품

이나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시장의 균형 상태에 변화를 가하고 이를 조정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셋째, 조정자(coordinator)로서의 기업가이다. 기업가는 기존 생산 방

법의 효율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을 고취하기 위하여 가용한 생산요소를 조

정하는 활동을 한다. 즉,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 간의 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자질을 배양한 사람을 기업가라고 보았다. 넷째, 혁신가(innovator)로서의 

기업가이다. Schumpeter(1961)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을 통해서 경제시스템의 혁

신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기업가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기업가정신

의 실현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적인 엔진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자

(decision-maker)로서의 기업가이다. 기업의 설립 및 경영은 끊임없는 의사결정의 연속이고, 
이러한 의사결정은 빠른 변화속도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Kihgt(1921)는 기업가를 희소한 자원의 조정에 관한 

판단과 의사결정의 전문가라고 정의하였다. 
김종관(1994)은 기업가의 제 유사개념들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기업가 개념을 보다 정교화

하고 있다. 첫째, 기업가와 소유자(자본가)와의 구분이다.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해당 기업을 

소유해야 할 필요는 없다. 현대에 기업가와 자본가의 분리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둘째, 기업가와 관리자(경영자) 간의 구분이다. 이러한 구분에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하

는데 우선, 관리자 개념이 기업가 개념을 포함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기업가가 하는 많은 

일 중에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양 개념은 독립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즉, 기업가라는 인물 자체를 보통의 인물과 구분시키는 다양한 

특성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위험감수 기능과 같은 기능은 기업가만이 가지는 특수성이



기업영재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이론적 제안 및 고찰

1127

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양 개념은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입장이 있다. 대표적인 기업

가의 역할로 혁신기능(innovation function), 관리-조정기능(managing-coordinating), 위험감수

기능(risk-taking)의 세 가지 기능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이 중 관리-조정 기능은 관리자와 

기업가의 공통영역이지만, 혁신기능과 위험감수 기능은 기업가만의 고유 기능이라고 제안한

다. 
Pinchot(1985)에 따르면 엔트레프리너와 인트레프리너(intrapreneur)의 차이점은 조직의 존

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즉, 인트라프리너는 이미 설립된 조직 내의 기업가로 한정

되는 반면, 엔트레프리너는 창조자(creator) 혹은 발명가(inventor)로서 항상 어떤 아이디어를 

수익성 있는 현실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표현된다. 즉, 엔트레프리너는 조직

의 존재여부에 그 활동이 구애받지 않으며, 필요시, 조직을 설립하는 것 또한 아이디어의 실

현 과정에 포함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현대의 기업가는 단순한 자본가나 기업 관리자와 차별된다. 초기 

경제학자들은 기업가를 소유경영자로 인식하여 기업의 기능이나 역할을 소기업의 오너십과 

유사하게 간주하였으나(김종관, 1994) 생산요소의 신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을 강조한 Schumpeter(1961)의 정의가 오늘날 기업가관의 시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종관, 1994). 즉, 기업가는 관례적인 기업 운영이 아니라 창의성, 권위, 통찰력으로 새로운 

경영 과정을 창조하는 경제발전의 중심적 존재라는 것이 현대의 기업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묘사라는 것에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김종관, 1994; 최민경, 이경표, 2013에서 재인

용). 

나. 잠재  기업가

기업영재 개념과 상당부분 의미적으로 중첩되는 개념으로서 최근 들어 경영학계를 중심

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대상이 잠재적 기업가(potential entrepreneur)이다. 잠재적 기업가

란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기회를 수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Krueger & Brazeal, 1994; 김대업, 성창수, 2013에서 재인용). 
잠재적 기업가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창업 잠재력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창업 잠

재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창업의도(intention)에 대한 연구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창업의도는 창업 및 기업가정신 연구의 흐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던 주제 중 하나로

서, 창업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창업행위의 주요 선행변수인 창업의도를 주제로 하는 연구이

다(Ajzen, 1991). 이들 연구에서는 창업의도를 창업과정을 이해하는 핵심개념으로 간주한다

(Krueger, 1993).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창업을 일종의 계획된 행동이라고 보는 전제가 깔

려 있다. 즉, 창업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 및 기업가정신은 명백히 계획되고, 의도된 행동이라

는 것이다(Katz & Gartner, 1988). 따라서 계획된 행동의 일환인 창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현

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창업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창업의도

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김대업, 성창수, 2013). 
창업의도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Ajzen(1991)이 제안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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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들 수 있다. TPB는 의도를 예측하는 세 

가지 주요 태도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행동에 대한 개인적 태도는 행동이 야기하는 결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나 행동 및 행동의 결과에 대해 느끼는 매력 정도를 의미하고, 
둘째, 사회적 규범은 의사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인 상호작용적 영향을 지칭한다. 셋
째,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는 행동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개인적 판단

을 나타낸다. 특히, 지각된 행동통제는 Bandura(1986)의 지각된 자아효능감(self-efficacy) 개
념과 상당부분 의미적으로 중첩되는 개념으로서, 자신이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TPB를 바탕으로 Shapero(1975)는 기업가적 행동에 특수화된 모형을 개발하였다. Shapero

의 기업가적 과정 모형(model of the entrepreneurial event, SEE)은 행동에 대한 신뢰성과 행

동경향이 기업가의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즉, 특정 행동이 얼마나 적절하며, 가
능한 것인지에 의해 창업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받고, 이는 다시 의도에 영향을 주어 최종적

으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Krueger와 Brazeal(1994)는 Shapero의 TPB에서 행동에 대한 신뢰와 의도 사이에 행동 잠

재력을 추가함으로써 [그림 1]와 같이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기업가적 잠재력은 기업가의 

‘창업 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의도 이전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 개념이라는 것을 소개하였다. 즉, 창업 의도가 창업에 대한 잠재력 자체에 영향

을 미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선후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창업 잠재

력은 실제 창업 행동을 야기하기 위해 선결되는 조건이라는 것을 명세한 것이다. 

[그림 1] 창업 잠재력과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과정(Krueger & Brazeal, 1994)

창업의도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드문 편이지만, 최근 김대업과 성

창수(2013) 그리고 이현숙과 백민정(2012)이 고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창업 

의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김대업과 성창수(2013)는 청소년기의 잠재적 기

업가들을 대상으로 창업의도가 초기 창업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

러 청소년의 창업의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은 창업 자체에 대한 지식 증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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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현숙과 백민정(2012)은 청소년의 창업의도에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욕구, 실현

가능성, 행동성향, 자기효능감, 통제가능성이 규명되었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규범은 

이들 변수들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의 창업의도에 있어서는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적 맥락에 의해 습득한 주관적 규범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인 인식

의 재고가 필요하고, 청소년 주변의 인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창업의도 및 초기창업행동 관련 연구는 창업이 실제로 일어나는 데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형식적 모형을 개발하여 검증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창업 

잠재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바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한계와 관련하여, 최근 Chell과 Athayde(2009; Athayde, 2009)는 청소년의 기업가

적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세계 각국에서 중 · 고등 

청소년 대상 창업 프로그램이 날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증대되는 추세

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25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제 파급효과가 더 크며 이들에게 정책 포커

스가 맞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창업 잠재력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청소년 창업 잠재력(enterprise potential)을 구성하는 다섯 가

지 요소, 즉, 창의성, 자기 통제, 성취, 통찰, 그리고 리더십의 다섯 가지 차원을 설정하고, 이
들 각 차원에 대한 개인적 태도를 청소년이 가지는 창업 잠재력이라고 정의하였다(Athayde, 
2009). 이러한 개념적 틀걸이에 따라 개발된 측정도구를 영국에서 시행된 Young Enterprise 
(YE) Company Program이라는 정부 주도 청소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15-19세)에게 

시행한 결과, 창업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청소년에 비해 교육 참가자들의 창업 잠재력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이 측정 도구는 능력 그 자체를 측정하였다기보다는 다섯 가지 차원에 대한 ‘태도’

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지만 청소년의 창업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시작

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창업 관련 정부주도 프로그램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하기 시작

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질 수 있겠다. 대부분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은 혁신 능력이나 창업

가 및 기업가의 능력은 ‘후천적 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 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창업 인력을 국가적으로 육성

하려는 다양한 정부시책에 대한 중대한 객관적 기초 자료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학계에서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잠재적 창업가에 대한 

관심과 연구,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다양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은 실상 기업

영재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맥을 같이 한다. 물론 잠재적 창업가와 기업영재의 개념이 완전

히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정교한 분석이 시행되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
업영재와 잠재적 기업가는 우선 생애 초기단계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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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이미 상당 부분 중첩된다. 앞으로 잠재적 기업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영학계에서

의 연구와 영재 분야 연구 간의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겠다. 

다. 발명 재

몇 가지 점에서 기업영재와 연관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발명영재를 들 수 있다. 그간 발명

영재에 대해 제안된 다양한 정의들을 이재호 외(2012a; 2012b; 2013)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

고 있다. “발명영재란 발명영역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발휘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

로서 발명에 관련된 제 분야(과학, 기술, 수학 등)에서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높은 

기술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제 집착력, 성취동기 등 영재성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

인적 성향 요소를 내재한 자”이다. 
기업영재는 창의성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발명영재 개념과 유사하고, 실

제로 한국에서 이들 두 영재를 발굴 ․ 육성하는 한국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영

재를 발명영재의 최상위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찬, 2009). 그러나 기업영재와 발명영재

는 엄 히 같은 개념이 아니다(발명영재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논의는 이재호 외, 2012를 

참조할 것). 개념적으로만 비교하더라도 ‘기업의 설립 및 경영과 관련된 제 활동’에서의 영

재성과 ‘발명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영재성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

가 있기 때문이다(최민경, 이행은, 2013). 다만, 창의성, 혁신 능력 등에 기반하여 새로운 것

을 창조하는 이른바 혁신활동(innovation)을 그 핵심 가치로 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영재는 

개념과 속성의 일정 부분을 공유한다. 무엇보다 기업가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최근

의 경제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두 가지 개념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긴 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기업영재와 발명영재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혁신가에 대한 다음의 

분류를 고찰해볼 수 있겠다. Chell과 Athyde(2009)는 혁신가(innovator)의 유형을 여섯 가지

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혁신가 혹은 발명가(innovator/inventor)로서 새로운 것을 창

조하여 세상에 내놓는 사람을 지칭한다. 두 번째 유형은 문화적 혁신가(cultural innovator)로
서 음악, 소프트웨어, 춤, TV, 혹은 패션 등의 영역에서 디자인 등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세 번째 유형은 기업 혁신가(corporate innovator)로서 대기업 안에서 자신

의 전문화된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네 번

째 유형은 혁신적 기업가(innovative entrepreneur)로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세상에 제공하는 

데에 성공적인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다섯 번째 유형은 사회적 혁신가

(social innovator)이며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새로운 생각을 도입하는 사

람을 의미한다. 마지막 유형은 경제적 기업가(economic entrepreneur)이며, 학교를 졸업하는 

즉시, 기회를 발견하여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포부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발명가와 기업가는 서로 긴 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명가의 창조성이 없다면 지식재산기반 경제체제에서 기업가는 새로운 기업을 설

립할 근거를 가질 수 없게 되며, 기업가의 설립과 운영 없이는 발명가 및 혁신가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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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나 이념이 단지 아이디어나 사상에 그칠 뿐 실세계에서 구현될 기회를 잃는다. 
그렇다고 발명가와 기업가가 반드시 분리된 역할을 가진 두 사람일 필요는 없다. 최근에

는 발명가의 역량과 기업가의 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물들이 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이른바 

지식재산이나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Apple의 스티브잡

스나 MicroSoft의 빌게이츠, 그리고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최

근 이러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들 두 가지 영재를 

발굴 ․ 육성하는 한국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영재를 발명영재의 최상위 집단으

로 정의함으로써(이찬, 2009), 발명가와 기업가가 결합된 새로운 혁신형 인재를 양성하는 추

세이다. 이찬(2009)에 따르면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이란 다음 세대에 자신만의 독

창적인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기반으로 기업을 설립 및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부

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차세대영재기업인의 인재상에 따르면 차세대영재기업인

이란 영재성 역량(호기심, 창의력, 도전의식, 과제집착력), 지식재산전문 역량(탄탄한 수학·과
학 지식, 지식재산전문성), 학습 역량(목표설정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 기업가 역

량(리더십, 대인관계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업윤리)을 고루 갖춘 자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학습 및 창조 능력과 이를 권리화하는 재능,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경영할 수 있는 21세기형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세기에도 발명가와 기업가라는 직업군은 독립적인 형태를 유지하겠지만, 두 

가지 영역이 접합된 개념으로서의 새로운 인재상이 도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상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혁신성과 위험감수를 강조했던 기업가정신의 출현과 함께 이미 시

작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서 본다면 기업영재의 뿌리는 생

각보다 얕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의 개념, 역할, 특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현대 기업가적 역량

의 요체로 요약될 수 있다. 현대의 기업가정신은 기회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고방

식이자 행동을 수반하는 과정으로서 현재 존재하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태도, 사고, 행동으로 정의된다(“the pursuit of an opportunity irrespective of existing resour-
ces”, Stevenson, Roberts, Grousbeck, 1989). 

1980년대를 기점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증대 일로에 있으

며, 30여 년 동안 경영학의 중요한 독자 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에 대한 

합의된 관점이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기업가정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방대하기도 하

거니와 그간 다양한 관점을 통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기

업가의 역량은 시대적 맥락과 경제적 상황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은 그 자체로 변화

무쌍할 수밖에 없다. 
그간 다양한 관점에서 제안된 기업가정신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초기입장은 Cantillon(1755)이 제안하고 있다. Cantillon은 ‘위험을 예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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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꺼이 감수하면서 수익이나 손실을 유발하는 행동을 채택하는 사람’을 기업가로 정의하

였다. 이를 통해 ‘위험감수성’이라는 현대 기업가정신의 핵심 중 하나를 제안하였다. 이후 

Schumpeter(1961)는 기업가정신의 요체로서 ‘혁신성’을 제안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보다 다

각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생산요소 간 새로운 컴비네이션을 수행함

으로써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의 요체라고 강조하였다. Cole(1959, 김종

관, 1994에서 재인용)은 Schumpeter의 혁신성에 관리적 측면을 추가하였다. 즉, 기업가정신

을 혁신, 관리, 그리고 외부조건에의 조정이라는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함으로써 기업가정신

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Stevenson(1983)의 정의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

회를 추구하는 것(the pursuit of opportunity without regard to resources currently controlled)
이다. 이 정의는 기업가정신이 기회를 포착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
산된 위험감수”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Timmons(1994)는 기업가정신을 기회

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접근방법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추론/행동 방식

(a way of thinking, reasoning, and acting that is opportunity obsessed, holistic in approach, 
and leadership balanced)으로 정의하여 기업가정신이 접근방법이나 사고방식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방식임을 강조하고 있다(배종태, 차민석, 2009에서 재인용). 배종

태와 차민석(2009)은 Timmons의 정의를 발전시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도출하고 있다. 기업

가정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방식이다(a way of thinking and acting to seize and pursue an opportunity 
without concern for current resources or capabilities). 

이와 같이 각 관점은 기업가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에서 서로 다르다. 김종관(1994)
은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을 다음의 세 가지로 체제화하고 있다. 첫째는 기업가정신을 기업

가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특성 중심적 접근이

다. 둘째, 기업가정신을 기업가의 행동, 특히 기업가적 행동에서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행동 

지향적 접근이다. 셋째, 기업가정신을 기업의 부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보는 과정 중심적 접

근이다. 
김종관(1994)의 연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가정신에 대한 특성 지향적 접근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기업가가 가진 선천적 · 후천적 특성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그 중 선천성 지향적 

접근에서는 기업가로 성공한 사람은 타인과 구별되는 예외적인 선천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

며, 기업가는 기업가로 만들어지기보다는 기업가로 태어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Hellriegel & Slocum, 1992; 김종관, 1994에서 재인용). 이에 반하여 후천성 지향적 접근에서

는 기업가정신이란 기업가들이 후천적으로 노력하고 개발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판

단한다. 이 접근을 시도하는 학자들은 기업가를 자신의 일이나 인생에 대해 특별한 가치와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기업가의 후천적 특성인 개인적 가치체계(정직성, 의무감, 책
임감, 윤리성, 등 선천적으로 보유할 수 없고, 사회적 맥락 안에서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가치), 
창조적 경향, 위험 감수성향, 성취 욕구 등에서 도출하고 있다. 특히, 후천적 접근에서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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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다양한 특성들은 선천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개 어린 시절 또는 미성년의 시기에 습득되

고 형성되기 때문에 성인 초기에 들어서면 터득하기 힘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로 행동지향적 접근 중에서 관리 지향적 접근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기업 관리에 초

점을 둔 일련의 학습된 행동으로 간주한다. 즉, 관리의 기술적 측면을 주로 다루며 기업가는 

학교를 통해서 개발되고 훈련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관리 지향적 접근은 한 개인의 이성

적이고 분석적인 면을 개발함으로서 그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리더십 지향적 접근은 기업가정신을 기업가의 리더십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성공적 기업가

를 상대방에게 동기부여하고 지휘하며 하는 관리자 혹은 효과적 리더로 고찰하고 있다. 적
응력 지향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기업가정신이란 기회에 대해 민첩하고 전략적으로 반응함으

로써 조직의 활동을 확장하는 환경 적응력으로 정의된다. 
기업가정신을 과정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기업가정신을 두 가지 과정으로 구

분하고 있다. 첫 번째, 혁신지향적 접근에서 기업가정신은 기회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정의되

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혁신을 자극하는 기회 추구적 관리스타일(the opportunity-seeking 
style of management)으로 고찰하고 기업가는 창조적 이상주의자(creative dreamer)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반면, 성장지향적 접근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성장 지향과정(growth-oriented 
process)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접근방법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기업을 성장시켜나가는 프로

세스로 고찰한다. 이러한 성장과정 속에서의 기업가의 역할이 크게 부각된다.
이처럼 여러 학자들은 기업가정신의 정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본 속성에서 서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여러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기업가정신의 기본 속성은 혁신추구성, 위험감수

성, 민첩성, 진취성, 등으로 집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속성의 총합으로 기업가정신을 개괄할 

수 있겠다.
최근에는 기업가 정신을 일종의 문화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시대정신과 환

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기회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이라면 기업가

정신은 비단 기업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과 상황, 그리고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

다. 배종태와 차민석(2009)은 기업가정신의 본질 자체도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

화함으로써 본래적 의미를 심화하고,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문화로서 자리잡아야 하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기업가정신은 새로움을 생산해내는 혁신적 메커니즘 그 자체로서 끊임없이 변화 발

전해야 하며,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확장 적용될 수 있는 문화라고 볼 수 있다. 

3. 생애 발달

영재 연구에서 생애 발달적 접근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애 발달적 접근에서

는 인간의 일생을 생애를 통해 지속되는 사회 · 문화 · 사람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변

화의 과정으로 본다(이희수 외, 2002).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멈추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다. 영재성의 발달이 생애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

해서 설명하는 것은 영재성의 발현 및 성숙, 그리고 영재성의 성취 및 미성취라는 영역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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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요한 연구 물음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은 영재에 대한 생애 주기

에 따른 지원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례로 한국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과학기

술영재의 생애주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전주기적 과학영재 발굴 육

성 종합계획(2007)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부터 퇴직 이후 과학기술

인 활용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인의 생애 단계별 특징에 맞는 지원과 관리를 제공하는 계기

를 마련하였다. 
Newman(이희수 외, 2002에서 재인용)이 제안한 일반 성인의 발달 단계를 기준으로 Steve 

Jobs의 발달 사례를 대조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Steve Jobs는 물론 예외적으로 성공한 입

지전적인 기업가이지만, 일반적인 성인 발달과 기업가의 생애를 단적으로 대조해볼 수 있는 

좋은 예시일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가의 발달은 몇 가지 점에서 차별화된

다. 우선, 기업가는 일반 성인에 비해 직업적 성숙이 조숙하다. Steve Jobs는 21세, 즉 청년 

전기에 자신의 첫 번째 회사인 애플 컴퓨터를 설립하고 애플 1을 출시한다. 일반인에게 직업

적 성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는 성인전기인 데 비하면 매우 앞선 시기이다. 기업가들

의 이러한 이른 직업적 성숙은 한국의 기업가, 예컨대, 정주영(현대 창업주) 등 다양한 사례

에서 흔히 발견된다(신중언, 2010). 
둘째, 유능한 기업가의 발달은 유능한 과학기술인력의 발달 패턴과도 구분된다. 한국의 

과학기술인력 사례이기는 하지만, <표 2>에서 보듯이 과학기술인력은 직업적 성숙이 학창시

절부터 일찍 시작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학위과정의 지속으로 인해 습득된 전문지식의 본

격적인 활용은 성인 후기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일반성인 및 Steve Jobs의 사례와도 다르다

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기업영재의 생애는 유능한 과학인재 및 일반성인의 발달패턴과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업영재 생애의 특이성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4. 능력 요소

기업가로서 다양한 재능과 역량이 요구되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영재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재능 영역을 언급하자면 크게 관리 능력과 현실 지능을 언급할 수 있다. 

가. 리 능력

기업가를 말할 때, 그 관리자적 특성에 대한 언급을 간과할 수 없다. 앞서 기업가의 개념

에 대한 서술에서, 현대의 기업가는 단순한 관리자와는 그 본질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는 기

업가에게 관리자적 자질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

는 데에는 관리 능력(managerial talent)이 매우 중요하다. 
Takii(2003)는 유능한 관리자의 특성으로 위험 감수 태도(risk-taking attitude), 예견 능력

(forecasting abilities), 정직성(honesty)을 제안한다. Sridhar(1994)는 유능한 관리자들은 예측 

능력에서 뛰어나고, 높은 생산성을 나타낸다는 점을 지적한다. Shavinina와 Medvid(2009)는 

관리 능력(managerial talent)이란 관리자의 독특한 비전, 비범한 창의 및 혁신 능력, 고도로 

발달된 통찰과 지혜가 기반된 기술, 최고를 추구하는 성취 지향적 태도, 그리고 기업영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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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단계 일반 성인 발달1) 한국 과학기술 인력 발달2) Steve Jobs의 발달사례3)

유아기 및 
아동기

(탄생～12세)

․언어발달․대상 영속성
․정서/운동 기능 발달

․초등학교 및 영재교육원 
수료

‘55년 출생

청년전기
(13～7세)

․신체적 성숙․형식적 조
작․동료 의식․이성 관
계 형성
․신체적/정신적 발달 

․과학영재학교, 과학고등
학교 등 특목고 입학 및 
졸업
․해외연수, 올림피아드 등 
대회 참가

‘72년(17세) 오리건주 포틀랜드 리드
컬리지 입학 및 자퇴

청년후기
(18～22세)

․자립․도덕성 형성․성역
할 형성

․대학교 및 대학원 진학
․전문 지식 습득

‘74년(19세) 컴퓨터 전문가 스티브 워
즈니악과 만남

‘76년(21세) 워즈니악과 애플 컴퓨터 
설립, 애플 1 출시

성인전기
(23～34세)

․결혼․출산․일․라이프
스타일

․대학원 및 박사 후 연수, 
등 진로 개척․전문지식 
고도화
(남자의 경우, 병역)

‘78년(23세) 딸 출생

‘80년(25세) 애플 공개상장

‘82년(27세) 애플 연매출 10억 달러 
돌파

‘83년(28세) 존 스컬리 CEO로 영입

‘84년(29세) 매킨토시 출시

‘85년(30세) 스컬리와 충돌로 애플에
서 방출

‘86년(31세) NeXT 설립, 픽사 인수

성인중기
(35～60세)

․가정 경영․육아․직업 
관리

․연구 단계: 탐색-심화-고
도화
․다양한 연구 사업 수행

‘97년(42세) CEO 직무 대행으로 애플
복귀

‘98년(43세) 애플 아이맥 출시

‘01년(46세) 애플 아이팟 출시

‘03년(48세) 건강 상 문제 발생

‘07년(52세))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 
출시

‘08년(53세) App Store 출시

‘10년(55세) 애플 태블릿 아이패드 출
시

‘11년(56세) 애플 아이클라우드 발표, 
사망

성인후기
(61세～)

․노화에 따르는 신체적 변
화에 대응․자신의 인생 
수용

․정년 및 은퇴 후 연장근무
․전문 경력인사로 사회에 
공헌

*1) 이희수 외(2002), 2) 미래창조과학부(2007), 3) 뉴데일리경제(2011) 참조.

<표 2> 생애 단계에 따른 일반 성인, 과학 기술인력, 및 Steve Jobs의 발달 특성 비교

의 조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관리자의 능력은 명백한 장점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기업의 존립에 중

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밝힌 것은 지난 20년 간 경영학계에서 내려진 주요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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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Backingham과 Coffman(1990)은 유능한 경영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 세계 

80,000명 이상의 경영인을 인터뷰하여, 우수한 경영인들이 일반적인 경영인에 비해 가지는 

특수성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능한 경영자들이 공통으로 소유하는 특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설적으로 이들은 전통적인 관례를 넘어선다는 점에서만 유사할 뿐, 구체

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관례를 넘어서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성을 드러냈다. 관리자로서의 

최고의 재능은 개인 고유의 통찰을 통해 개별 직원의 개성과 재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그

에 알맞은 일을 맡김으로써 그들의 잠재적 재능을 최고의 성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Buckingham & Coffman, 1990; Shavinina & Medvid, 2009에서 재인용). 
최근 관리 능력과 관련하여 대뇌(human brain)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로 관리 기능

(executive function)의 중요성에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관리 기능이란 기업의 최고

관리자를 Chief Executive라고 명명하듯, 인간 인지 기능 중 최고위 기능을 지칭하는 용어이

다. 인간의 인지과정은 그 특성에 따라 몇 가지 하위 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크게 기억, 언
어, 시공간, 주의의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관리 기능은 이들 하위 구조를 총괄하고 각 영역

에 얼마만큼의 처리 용량을 할당할지, 각 하위 구조들 간의 처리를 조율하는 등의 역할을 수

행하는 것으로 개념화되고 있다(김홍근, 2011). 관리 기능의 예로 인지적 유연성, 창의성, 계
획력, 추상적 사고, 통찰력, 논리적 사고, 판단력, 충동 억제 등을 들 수 있으며, 실상 이러한 

기능들은 우리 두뇌의 전전두엽에서 관장하는 기능들로 알려져 있다(김홍근, 2003). 
전체를 총괄하고 집행 및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두뇌의 관리 기능과 기업가에게 요구

되는 관리능력을 대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관리자의 관리 능력과 인지심리학에서 언

급하는 대뇌의 관리 기능은 개념상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가지겠지만, 관리 능력에 대한 체

계적인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기업가적 관리 능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

하는 것은 경영자의 자질에 대한 연구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이용의 측면에서도 더욱 

풍부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실용 지능

기업영재의 특성 중 하나로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으로 확인

되었다(Hang & Tam, 2009). 아이디어를 구현해야 하는 기업영재의 본질상, 실용 지능

(practical intelligence) 분야는 기업영재 연구와 긴 한 연관을 가질 수 있다. 
실용 지능에 대한 언급을 위해서는 Cattell(1941)의 유동지능(fluid intelligence)과 결정지능

(crystallized intelligence) 간 구분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유동지능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및 대처에 관련된 지능이라면, 결
정지능은 사회 문화적 경험이나 환경을 통해 습득이 가능한 것으로서, 방법, 지식, 등 영역 

특정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Cattell은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은 생애를 걸쳐 변화하지만, 그 변

화하는 패턴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Sternberg(1996)에 따르면 실용 지능은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형성하며, 환경을 선택하

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유동지능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즉,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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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내기 위한 한 개체의 모든 행동의 변화를 적응이라고 한다면, 실용지능은 주어진 환

경에 최적 상태로 적응하기 위해 개재되는 모든 능력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점에서 실용지능은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 중에 지혜, 통찰, 선견, 등의 다양

한 과제에 적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가는 기존에 발생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해

결을 끊임없이 요구받기 때문이다.
심리학 및 인지심리학의 역사에서 지능은 오랜 시간 다루어져 왔지만, 그만큼 현재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영역이다. 실용지능 자체가 논란이 많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용지능의 고려가 기업영재의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점은 간과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IV. 기업 재 개념  정의에 한 제안  고찰

기업영재란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창안하고 성공을 이루어내는 

사람(충족 기업영재, the fulfilled entrepreneurial gifted)과 미래 성공에 대해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사람(유망 기업영재, the prospective entrepreneurial gifted) 모두를 지칭한다(Shavinina, 
2006; 2007; 2008). 기업영재는 영재 연구 영역에서 최근에 등장한 분야 중 하나로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더불어 최근 들어 그 연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채 학문 사회 전면에 등장하

지는 못한 상황이다. 위에서 제시한 기업영재 정의가 현재 통용되는 거의 유일한 학문적 정의이

다. 그나마도 보편적인 합의를 이룰 정도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는 못하였다. 요컨대, 기업영재

의 존재와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기업영재 및 기업영재성과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다. 

기업영재성(entrepreneurial giftedness), 기업가적 재능(entrepreneurial talent), 기업가적 능력

(entrepreneurial ability) 등의 용어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기업영재성이 기업가

적 재능이나 능력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단순한 기업가적 유능성이 기

업영재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수학과 과학을 잘한다는 

것만으로 수 · 과학영재를 판별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유이다. 
기업영재의 개념적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

다, 영재 하위 분야로서 기업영재가 일정 지위를 획득할지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
재 영재분야에서 기업영재는 수 · 과학영재와 같이 독특한 영재 하위 분야로 편입되지 못한 

상황이다. 기업영재가 영재 하위 분야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못한 이유 중 하나

로 기업영재의 개념적 정체성의 미확립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영재

성이 단순한 기업가적 재능이나 능력, 혹은 기술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기업영재는 타

영재, 예컨대, 발명영재나 수 · 과학영재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지 등

의 문제가 개념적 수준에서조차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기반의 빈약함은 

기업영재가 타 영재와 구분되는 독특함을 가졌는지에 대한 고찰 자체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

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기업영재의 독특성 판별 및 그에 따른 제도적 기반 확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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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영재에 대한 개념

적 모호성 해소가 시급하다. 
기업영재의 개념적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서, 관련 및 유사 개념들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기업영재성 및 기업영재에 대한 연구는 필연

적으로 두 가지 영역, 즉 영재성 영역과 기업가 영역을 아우를 수밖에 없다(최민경, 이행은, 
2013). 그 중에서도 기존 기업가가 가진 능력, 기술, 등의 특성에서 기업영재 및 기업영재성

에 대한 추론이 가능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기업영재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적 수급은 이 

분야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가의 숙련된 기

술(entrepreneur’s skills)과 기업영재성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Shavinina, 2008). 앞서 지

적한 바와 같이 현대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특성, 혹은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 특

성들은 기업영재성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영 및 경제 분야에서 

논의되는 기업가에 대한 개념, 특히,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기업영재성이 무엇인

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영재는 기업영재성에 기반한 “특출한(exceptional) 능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영재 및 

영재성 분야에서 그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영재성의 실제와 영재성의 발달 등에 대한 일반

적인 논의는 기업영재성의 발달에 대한 일말의 설명 여지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

업영재는 기존의 분과 영재들, 예컨대, 수학 및 과학 영재나 정보영재, 예술 영재들과의 비교

를 통해 특출 분야에서의 차이에 따른 비교 및 대조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

업영재와 발명영재와의 비교는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필수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Chell과 Athayde(2009)는 다음과 같이 혁신가(innovator), 기업가(entrepreneur), 그리고 혁

신적 기업가(innovative entrepreneur)를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혁신가는 새로운 아이디

어를 창출하는 사람으로서, 발명가는 개념적으로는 혁신가에 해당한다. 반면 기업가는 아이

디어를 활용하고 시장에 내놓는 사람으로서 아이디어 자체의 창출과는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제안한다. 그 중에서 혁신적인 기업가는 위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

장에 내놓을 만한 아이디어 자체를 보유하고 창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러한 구분에 따

르면 현대의 창의적인 기업가, 혹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가는 혁신가(발명가)임과 

동시에 기업가이지만 발명가는 두 가지 개념을 아우르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업영

재는 발명영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창출 능력에 기업가로서의 역량까지 동시에 보유하

고 있거나, 혹은 아이디어 창출보다는 아이디어를 시장에 소개하고 소개할만한 아이디어를 

사업 기회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함으로써 두 가지 영재는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영재에 대한 연구는 영재성 영역 혹은 기업가 영역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분석만으로 

충족될 수 없으며, 두 가지 모두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에 더불어 두 가지 영역의 융

합에 따라 새롭게 창발되는 특성에 대한 설명 역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예컨

대, 청소년 혹은 유소년 시기에 있는 기업영재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발달적 특징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발달적 관점을 도입하여 기업영재성의 발달에 대한 특징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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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앞서 기업영재의 특성과 관련하여 그간 이루어진 선행 연구 결과, 기업가, 잠재적 기업가, 

발명영재, 기업가정신, 생애 발달, 관리 능력, 실용 지능에 대한 이론적 고찰, 그리고 기업영

재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 살펴본 바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업영재에 대

한 새로운 개념적 정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업영재란 기회 추구 및 혁신을 위해서는 위험

을 기꺼이 감수하고 인력 및 자원에 대한 관리-조정 잠재력이 뛰어난 자이다. 

V.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업영재의 학문적 기반을 체제화하기 위해 기업영재의 개념에 대해 개관 

및 고찰하고, 기업영재를 대상으로 그간 수행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 · 제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기업영재란 기회 추구 및 혁신을 위해서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

고 인력 및 자원에 대한 관리-조정 잠재력이 뛰어난 자이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제안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그간 기업영재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기업

영재의 생애 초기 개인 및 환경 특성, 기질 및 성격 특성, 인지 특성, 진로 및 흥미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기업영재 관련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고찰해야 할 연구 분야로 기업가, 잠
재적 기업가, 발명영재 등 기업영재 제 유사 개념, 기업가정신, 생애발달, 그리고 관리 능력 

및 실용 지능과 같은 능력 요소를 제안하고, 이들 분야와 기업영재와의 관련성을 탐색함으

로써 향후, 이들 분야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영재에 대한 탐색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업영재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교육 및 청소년 전반에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에 주는 함의이다. 기업영재 및 기업영재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정립이 미흡한 지금, 기업영재 교육과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바

로 기업가정신 교육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창업붐은 미국의 Bobson College 및 Harvard 대
학교 등을 중심으로 대학 수준의 기업가정신 커리큘럼의 운영과 이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시

켰다. 그 이후 최근의 청년 실업 및 금융 위기가 불러일으킨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수요와 

적용 범위는 날로 확대일로에 있다(배종태, 1998; 양태용, 김인수, 2006). 
그러나 기업영재에게 필요한 교육을 보다 핵심적으로 지적하자면 이는 혁신 교육이어야 

한다. Shavinina(2009a)는 기업영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교육은 현재의 청소년 영재들의 영

재성이 그들이 성인으로 성장한 후 혁신이라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영재들의 영재성을 실현하고, 실제적인 성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혁신 교육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교육, 기업가정신교육은 단

순한 교과교육이 아니라, 교육, 창업, 체험활동, 지역사회연계 등 관련된 업무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다양한 정부부처와 기관이 연관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일반 

청소년들 역시 역동적인 힘과 개척정신 자체를 배우고 도전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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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될 수 있다.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신적 흐름을 증진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혁신교육의 도입은 기업영재나 영재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김승경(2013)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적 역량의 함양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동적인 힘과 개척정신을 끌어올리고 도전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havinina(2009a)는 교육 혁신에 관한 여섯 가지 필요조건을 제안하고 있

는데, 첫째, 현존하는 영재 프로그램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영재 프로그램

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 및 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마감기한

(deadline)을 관리하는 능력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관리 능력(executive 
abilites)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아이디어는 많지만, 이를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

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이노베이션 갭(innovation gap)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혁신 교육에는 메타 인지(meta cognition)에 대한 교육이 포함됨

으로써 메타 인지적 기술(meta-cognitive technique)을 교육해야 한다. 다섯째, 혁신 자체에 대

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혁신이 무엇인지,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

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개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용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한다. 어떠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구현하는 데 대한 용기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영재의 연구 및 지원이 정책에 주는 함의는 분명하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혁신

교육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에는 기업가정신은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육성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정부주도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및 잠재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한 사회 전반에 걸친 기

업가적 문화창조를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전략으로 간주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기업가정신교육 체계를 확립하였다. 태도와 문화적 맥락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기 때문에 기

업가적 도전을 성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청소년 교육에 기업가정신을 적용시킬 것을 권

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럽은 31개 회원국 가운데 2/3가 기업가정신교육을 초등학교 교

과과정에 편성할 정도로(Eurydice, 2012)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주목하며 기술육성과 기업가

적 문화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은 폭발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다(김승경, 2013). 미국의 기업가정신교육 역시 초등학교부터 대학은 물론 직업교

육과정과 대학원 MBA 과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기업가정신교육을 평생교육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기업가정신교육을 단순히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보다 넓은 정신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

이다. 미국은 기업가정신교육을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유시장경제의 개념, 
비즈니스, 기술, 그리고 자신감을 제고하는 매체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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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생애 초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지식이 아닌 정신 및 도전적인 태도로서의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적용함으로써 교

육과 정책적 변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이러한 전 세계적 추

세에 맞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교육하고, 청소년기부

터 기업 설립에 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주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특허청의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과 창업진흥원의 

‘잠재적 창업가 육성 지원 사업(비즈쿨)’이 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

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생애 초기에 있는 기업영재를 조기 발

굴 및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향후 현 교육생들의 성장에 

따른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기업가적 자세 및 도전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

로그램 개발에 있어 미흡한 점을 보충해 나가야 한다. 
향후 기업영재에 대한 연구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용어 자체에 대한 혼란 해소가 무

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용어를 확정하고 사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용어, ‘기업영재’는 경영학 및 경제학

에서 현재 통용되는 ‘기업 및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란 용어에 대응하도록 저자가 

마련한 용어이다. 그러나 기업영재라는 용어는 기존에 영재교육 분야에서 각 분야의 영재를 

구분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는 

수학영재, 과학영재 등 학문 분과에 따른 영재 구분을 적용하였는데, 기업영재는 학문 분과

명을 따른 용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학문 분과에 따른 구분을 위해 일각에서는 기업영재라

는 용어 대신 경영영재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management)이 미처 포괄하

지 못하는 의미와 역할을 기업가가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용어상의 협소함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기업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혁신, 창조, 등의 다양

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향후 기업영재에 대한 보다 적절한 용어가 도입됨으

로써 보다 안정적인 연구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기업영재에 대한 연구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를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로 기

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혁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혁신을 배태하는 문화적인 

맥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영재에 대한 연구는 정책 

및 교육을 넘어 전 사회 · 문화적 맥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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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Consideration on Concepts 
and Features of the Entrepreneurial Gif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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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entrepreneurial giftedness is in its initial stage and the importance is 

increasing these day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stablish a foundation of 

entrepreneurial giftedness research by conceptualizing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ial giftedness. The author reviewed prior research on entrepreneur and 

entrepreneurship, potential entrepreneur, gifted youth in invention, and entrepreneurial 

gifted youth, and proposed a new perspective on entrepreneurial gifted youth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review. Entrepreneurial giftedness proposed in this study is 

someone who is risk-taking to achieve opportunities and innovation and who has 

potential to be competent in managing resources. The author also proposed that 

entrepreneurial giftedness study needs to focus on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management ability, and practical intelligence. Finally, based on the findings from 

previous research on entrepreneurial giftedness, environmental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emperament and character, cognitive traits, and vocational interest of 

entrepreneurial giftedness are discussed. Implications and further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Potential entrepreneur, Gifted youth in invention, Entrepreneurial cognition, 

Innovation education, Crea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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