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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이 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
며 이는 큰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그 해결책으로 기업내 또는 기업간 융합
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쓰면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가정신과 학습지향성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융합기업의 성장을 위
한 경영전략의 기초가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는 융합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조사를 통하여
통계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혁신성은 학습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취성은 학습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험감수성은 학습지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제어 : 기업가정신, 학습지향성,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Abstract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mphasized the activation
of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as essential strategies for survival. In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actively promote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is emphasized by stagnating growth of companies
and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through convergence within companies or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learning orientation in order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and to be the basis of management strategy for growth of
convergence companies based on this. For the progress of this study, the convergence companies were targeted
and the hypothesis was verified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through the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Innovation influenced learning orientation. Second, Initiative was found to affect learning
orientation. Finally, it is shown that risk sensitivity does not affect learning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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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를 강
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창
업국가 미국’을 주창하며 창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유럽연합의 경우 벤처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선진국의 변화는
경제성장의 성숙단계에 이르러 더 이상 고용창출 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현재 대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대변
하고 있다[1].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성장이 정체
되고 그 해결책으로 기업 내 또는 기업 간 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쓰면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은 더욱 강
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즈음에 중국의 경제성장은 좋
은 예가 되고 있다. 중국의 알리바바, 센텐츠, 샤오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기업들을 보더라도 기업가정신이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지난 2014년 중국의 수도 북경의 중관춘 거리에서 창업
을 한 기업 수는 약 9,000개 이상이며, 이는 하루 평균 49
개 기업이 창업한 꼴이다[2]. 이렇듯 중국의 핵심 성장 동
력은 기업가정신에 근거한 창업열기가 큰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
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의 핵심인
기업가정신의 고취가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
께 학습지향성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학습지향적인
조직은 잠재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찰력
과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3], 경험을 통한 실패와 성공
을 학습함으로써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4,5].
학습지향성은 시장 기반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지식을 창조하고 활용하려는 조직의 성향을 말한다[6].
결국 조직 전반에 내재된 학습문화를 통해 가치창출을
위한 지식창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비교우위 경쟁력을
강화시켜준다[7],[34],[3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가정신과 학습지향
성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융합기업
의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2.1 기업가정신
2.1.1 기업가정신의 개념

기업가정신은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고, 기업을
건실하게 성장 및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가 혹은 경영자
로서의 이념 및 철학’을 뜻한다[8]. 간혹 일부 학자들은
기업가정신을 경영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도의 창업
시기의 경영자에 국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가정신은
규모와 형태가 상이한 여러 조직에서 적용되고 있다. 신
생기업뿐 아니라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발
휘될 수 있으며, 조직수준과 개인수준 모두에서 적용 될
수 있다[9]. 이처럼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규모나 성격은
물론 개인이나 조직 모두에게 적용되고 확장 할 수 있는
것이다[10]. Sharma & Chrisman(1999)은 개인 혹은 그
룹이 그들이 소속된 집단․조직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집단․조직을 혁신적으로 개선,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신이 사내기업가 정신이라 설명한
바 있다[11]. 이처럼 기업가정신에서 파생된 개념인 사내
기업가 정신은 조직 내에서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
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긍정적인 결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12],[29],[30],[31].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이나 조직 모두에게 활용되는
기업가정신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미래지향, 이윤추구,
진취성, 새로운 기회 및 가치 창출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Covin & Slevin(1988)은 그들 가운데 혁신성, 진
취성, 위험감수성이 기업가정신의 대표적인 구성 요소라
하였다[13]. 기업가정신은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기업개선 및 재성장의 큰 원동력
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아가 기업가정신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26],[27],[28].
2.1.2 기업가정신의 구성

가. 혁신성
혁신성은 가장 대표적인 기업가정신의 속성으로 인정
되며, Shumpeter(1934)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라고 정의
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만
들어 내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발전과 경제의 효
율성, 복지를 향상시키는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소라고 제

2. 이론적 고찰

안하였다[14],[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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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취성

위하여 목표에 도전하는 개인의 성향을 말한다[19].

진취성은 시장기회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업이 시장기

이상의 학습지향성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

회를 선점하거나 시장 내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서는 학습지향성을 학습의지와 내부개선의지로 정의하

것을 말한다. Lumpkin & Dess(1996)는 시장 내에서 상

여 연구하고자 한다.

대적인 경쟁적 지위를 바꾸기 위한 적극적 경쟁의지와
경쟁자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산출하려는 의지, 그리고

2.3 기업가정신과 학습지향성

경쟁자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높은 강도로 도전하려는 자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과 학습지향성의 영향관계

세를 모두 포함한 것이 진취성이라 설명했다[9].

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업가정신은 도전의식을 기
반으로 한 변화, 노력, 창조정신으로 설명되는데 반하여

다. 위험감수성

학습지향성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수용을 전제로

위험감수성이란 불확실성과 모호함이 존재하는 사업

한 내부개선의지가 포함된다. 기업가정신이 강한 조직은

에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착하려는 위험선호적

기회를 포착했을 때 경쟁사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인 의사결정을 말한다. McClelland(1965)는 기업가를 위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경험적인 학

험을 추구하는 자와 동일시하며, 위험 감수성을 기업가

습을 권장하는 성향이 아주 강하다[20,21]. 기업가정신은

정신의 주요 요소라 제안했다[15].

학습지향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습지향성을 강

Sexton과 Bowman(1986)은 위험감수성을 불확실한

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22]. 또한 기업가정신이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는 의지의 정도로, 위

강하면 조직 내․외부 환경으로부터 지식자원을 습득하

험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것을 즐기는

는 수준이 높아진다[23]. 이처럼 기업가정신이 강한 기업

것으로 설명한다[16]. 이밖에도 Covin & Slevin(1989)은

은 신기술․신시장․경영방식으로부터 감지되는 기회를

낮은 리스크를 가진 사업보다는 높은 리스크를 가진 사

포착하기 위해 진취적으로 학습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업을 선호하는 경향으로써 적극적으로 기회를 추구하는

[9]. 또한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습지향

의욕을 위험감수성이라 하였다[13].

성과 기업가정신은 긍정적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
졌다[24,25]. 따라서 융합기업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해

2.2 학습지향성

서는 기본적인 기업가정신의 함양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학습지향성은 ‘개개인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한 학습지향성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에 그 영향관

변화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이다. 하나의 유기

계를 살펴보고자 아래와 같이 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

체가 자신의 행동을 지각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때 그것

였다.

을 학습이라고 일컫고 학습지향성은 구성원들이 인식하
는 개인 또는 집단에 내재된 학습에 기초한 성향으로서

가설 1. 기업가정신은 학습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습은 조직변화를 야기하고 열린 사고로 시장을 볼 수

가설 1-1. 혁신성은 학습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있는 요소로 설명된다[4]. 학습지향성은 직무를 원활하게

가설 1-2. 진취성은 학습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끌어가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식과 정

가설 1-3. 위험감수성은 학습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

보 그리고 기술을 학습하기 위한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

이다.

의 정도를 의미한다[17].
학습지향성은 개별적인 성향의 학습동기에 의한 개인
학습과 조직의 가치와 필요에 의한 조직학습이 있다. 개
인 학습지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서 새로운
기술의 습득, 새로운 상황에 대한 숙달, 자신의 역량개선
을 통한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로 파악하고 있다[18]. 또
한 노력과 개선에 가치를 두고 자신의 역량을 개선하기

가설 2. 기업가정신은 내부개선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1. 혁신성은 내부개선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2. 진취성은 내부개선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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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3. 위험감수성은 내부개선의지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토대로 하여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앞서 기초분석을 통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였
으며, 신뢰성 검증을 통해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고 타
당성을 검증을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가설검
증을 위해서는 회귀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3.2 기초분석
본 연구에 활용한 기초자료는 아래와 같은 인구 통계
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Table 1> Analysis of Basis
[Fig. 1] Research Model
Category

2.4 변수의 조작적 정의
2.4.1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의 측정을 위하여 Lumpkin & Dess(1996),
유봉호(2013)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혁신성 5문항, 위험

Years of
establishment

감수성 6문항, 진취성 4문항을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4.2 학습지향성

학습지향성의 측정을 위하여 Baker, et. al.(1999)의 연

Sales
(month)

구를 기반으로 하여 내부개선의지와 학습의지를 각 4문
항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5점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Employees

3. 실증분석
3.1 조사 설계 및 분석내용

item
Manufacturer
Services
Wholesalers retailers
Construction
기타
5 year below
6 - 10 year
11 - 15 year
16 - 20 year
20 year more than
10,000,000 won below
10,000,001-20,000,000
20,000,001,-30,000,000
30,000,001,-50,000,000
50,000,001,-100,000,000
100,000,001-200,000,000
200,000,001-300,000,000
300,000,001-500,000,000
500,000,001 more than
50 below
51 -100
101 - 200
201 - 300
301 more than

person
193
123
24
7
15
113
96
80
25
49
24
15
19
28
43
82
27
28
97
274
59
18
12
0

%
53.2
33.9
6.6
1.9
4.1
31.1
26.4
22.0
6.9
13.6
6.6
4.1
5.2
7.7
11.9
22.6
7.4
7.7
26.8
75.5
16.3
5.0
3.2
0

3.3 신뢰성, 타당성분석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가설을 도출하였고,

본 연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내적일관성 기준에 따

가설검증을 위해 설문지조사법을 활용하였다. 부산, 경남

라 Cronbach's 喥 계수를 이용하였고, 일반적으로 신뢰성

지역에 위치한 기업 중 융합경영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

계수가 0.7이상이면 신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증결

상으로 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시기간은 2016년 9월 21일

과 신뢰성계수는 0.7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한 결과를 나

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조사방법은 기업을 직접

타났다. 타당성검증을 위해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요인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면접을 통한 설문지회수를 실시하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이 적어도 1개 이상의 분산을 설

였다. 총 설문지는 391부가 회수되었으며 통계처리가 불

명할 수 있는 아이겐 값(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가능한 18부를 제외한 36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항목의 축소와 각 요인을 쉽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통계 패키지(SPSS 18.0
windows)를 이용 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가설 검증에

게 설명하기 위해서 직각회전방식을 활용하였고 검증결
과는 양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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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 Reliability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variables
Innovation 4
Innovation 3
Innovation 2
Innovation 5
Innovation 1
Risk Sensitivity
Risk Sensitivity
Risk Sensitivity
Risk Sensitivity
Risk Sensitivity
Risk Sensitivity
Initiative 2
Initiative 3
Initiative 1
Initiative 4
Eigen
%

1
.735
.730
.667
.650
.641
3
4
2
6
1
5

2

3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값이 76.442(p<0.001)로 나타
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886

가설1-1의 혁신성은 t값 5.280(p=0.000)로 유의수준
p<0.001 수준에서 채택되었다. 즉 혁신성은 학습의지에
직접적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1-2

.770
.719
.697
.676
.646
.605

3.691
24.608

Cronbach's 喥

R²값이 0.391로 나타나 전체분산 중 39.1%를 설명하

의 진취성 t값이 2.888(p=0.004)로 유의수준 p<0.01 수준
.890

에서 채택되었다. 즉 진취성은 학습의지에 직접적 영향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1-3의 위험감수

.803
.790
.627
.600
2.998
19.990

3.588
23.917

성은 t값이 1.375(p=0.170)로 유의수준 p<0.05 수준에서
.873

기각되었다. 즉 위험감수성은 학습의지에 직접적 영향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4.2 가설2의 검증

회귀분석을 활용한 가설2의 검증에서 기업가 정신과
<Table 3> Factor, Reliability analysis of study directivity
variables
Internal improvement2
Internal improvement3
Internal improvement4
Internal improvement1
Learning growth2
Learning growth3
Learning growth4
Learning growth1
Eigen
%

1
.814
.790
.769
.754

3.079
38.484

2

내부개선의지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Cronbach's 喥

<Table 5> Verification of Hypothesis 2
.896
.865
.810
.787
.653
2.978
37.219

Non-standar
standardized
dized
coefficients
t
p
coefficients
B
Beta
Constant
1.083
6.756
.000
Innovation
.381
.385
5.184
.000***
Initiative
.210
.233
3.318
.001**
Risk Sensitivity
.038
.036
.571
.568
R²=0.377, F=71.911(p=0.000)
* p<0.05, **p<0.01, *** p<0.001
Independent
variables

.886

3.4 가설검증
3.4.1 가설1의 검증

회귀분석을 활용한 가설1의 검증에서 기업가 정신과
학습의지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R²값이 0.377로 나타나 전체분산 중 37.7%를 설명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값이 71.911(p<0.001)로 나타
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설1-1의 혁신성은 t값은 5.184(p=0.000)로 유의수준

<Table 4> Verification of Hypothesis 1
Independent
variables
Constant
Innovation
Initiative
Risk Sensitivity

Non-standar
standardized
dized
coefficients
t
p
coefficients
B
Beta
1.093
6.948
.000
.381
.387
5.280
.000***
.179
.201
2.888
.004**
.089
.085
1.375
.170
R²=0.391, F=76.442(p=0.000)
* p<0.05, **p<0.01, *** p<0.001

p<0.001 수준에서 채택되었다. 즉 혁신성은 내부개선의
지에 직접적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
설1-2의 진취성은 t값이 3.318(p=0.001)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채택되었다. 즉 진취성은 내부개선의지
에 직접적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1-3의 위험감수성은 t값이 0.571(p=0.568)로 유의수준
p<0.05 수준에서 기각되었다. 즉 위험감수성은 내부개선
의지에 직접적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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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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