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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표는 한중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비교하고 개인주의가 한중의 기업가지향성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한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F검정과 t검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의 기업가

적 지향성을 비교하였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변수에 대해서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여러 문화적 변수들 중에 개인주의에 집중하였다.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종속변수로 놓고 문화적 변수인 

개인주의를 독립변수로 하여 개인주의가 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질문은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측정하

기 위한 질문과 개인의 기업가적 성향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요인을 측정하는 질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측정하

기 위하여 내재적 통제력(Locus of Control)과 혁신성(Innovativeness)을 묻는 세부 질문을 만들었고, 문화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Individualism)의 정도를 묻는 질문을 만들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기업가정신을 비교한 기존의 연구들의 결

론과 마찬가지로, 기업가적 지향성은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들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문화적 요인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오직 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만이 개인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대학생들의 어떤 종속변수도 

개인주의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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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발전의 견

인차로 기업가정신에 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 기업으로 떠오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도 
소규모의 벤처 기업으로 시작했으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여 천문학적인 수익과 고용 창출을 이

루어 미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가정

신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워내어 국가 경제에 중장기적으

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포착한 칼 

슈람은 기업가정신이 세계경제의 새 엔진이 될 것이라고 예

측하였다(Schramm, 2008).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례하여 학계의 연구도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1934년 슘페터(Schumpeter)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기업가정신 연구가 활발해진 때는 1970-80

년대였다. 특히, 기업가정신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중소기업

과 구분된 독특한 독립적 연구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업가정신 연구분야가 더욱 세분화되어 

기업가의 자본 조달 및 벤처캐피탈, 기업가적 과정 및 창업기업 

경영, 기업가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기업가정신 연구는 최근 20년 사이에 발달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다양한 경영 관련 학술지에서 빈번

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김영환 ·양태용, 2013). 
Kiss, et. al.(2012)는 지난 20년간 발행된 주요 논문 88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제기업가정신 연구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떠오르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권에 대한 기업가정

신 연구가 여러 학회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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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경제권의 연구 빈도는 러시아와 폴란드를 포함한 유

럽 및 중앙아시아 경제권 다음으로 높다. 이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커서 지난 20년간 발행된 주요 국제학회지

에서 중국은 23편 이상의 논문에서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다. 
이는 러시아, 폴란드, 대만에 대한 연구 빈도 수를 월등하게 

초월하고 있는 수치이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권

의 기업가정신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최근 이 지역 국가들의 

뜨거운 창업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창업은 현재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15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에서 중국의 리커창총리는 민간과 

시장을 창업의 주체로 강조하는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

業, 萬衆革新)”을 천명하였다. 이는 창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한 예로 중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창업

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기존의 창업비용 및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공상등

기제도’에서는 창업 등기에 최소 3만 위안(약 560만원)이 필

요했지만 2014년부터 최소 금액 규정을 삭제하여 1위안만 있

어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소기업의 소득세도 50% 감

면하였다. 
또한 창업 과정에 거쳐야 하는 160여 개의 행정절차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고 ‘홍정중개(紅頂中介)1)’와 같이 절차를 복잡

하게 했던 요소들을 간소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창업가가 창

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해야 하는 영업허가증, 조직기구증, 세

무등기증의 세 가지 증서를 하나로 통합한 ‘삼증합일(三證合

一)’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중국 당국은 청년 창업 활

성화를 위하여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

였는데, 2013년부터 졸업 후 바로 창업하는 대학생들은 국무

원을 통해 창업 당해의 세금 8천 위안과 1년간의 사무실 임

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문 서비스

와 대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5년 교

육부가 배포한 ‘전국 대학 졸업생 취업과 창업에 관한 통지’
는 각 대학에게 대학 재학생의 휴학 창업 제도를 실시하고, 
대학 내에 창업 전문 교과과정을 개설하며, 성공한 창업가를 

교수로 초빙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곽배성, 2015).
중국 정부는 민간 주도의 창업 인프라 형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2015년 민간의 창업 촉진을 위해 400억 위안

(약 7조원)의 정부 예산이 ‘국가 신흥산업 창업투자 인도 기

금’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베이징의 중관촌 지역에 미국의 실

리콘밸리와 같은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아

끼지 않았다. 중관촌 지역은 우수인력과 정책지원 및 자금이 

몰리면서 중국 전체 창업투자의 1/3이 집중되고 있다. 이외에

도 중국의 혁신창업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창업 

인큐베이팅센터는 중국 전역에서 2013년 기준으로 1,500여 개

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기업은 7만 8,000개에 달하고 창업

자 수는 158만 3,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주도적

인 노력에 힘입어 중국에서는 2014년에만 1,293만 개의 새로

운 창업기업 혹은 1인 기업이 탄생하였고, 2015년 1~4월까지 

매일 1만 개의 기업이 탄생하는 등 창업 붐이 확산되었다(오
종혁·김홍원, 2015). 
한국의 창업 지원 정책의 시작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는 국가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새로

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활발하

게 전개하였다. 주로 정보기술(IT) 관련 벤처기업 육성에 초점

을 맞추었는데,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9,000억 원의 지원 

자금을 마련하여 새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3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1998년 ‘벤처특별법’ 4차 개

정을 통해 실험실 및 교수창업을 가능하게 하고, 창업 자본을 

2,000만원으로 낮춰 창업의 문턱을 낮추었다. 
‘벤처촉진지구’를 도입하여 지방 벤처 기업 육성정책도 펼쳤

는데 조세감면을 통한 창업 활성화를 꾀하고 벤처기업의 경

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였다. 9차 개정에서는 스

톡옵션제 확대 시행을 결정하였다. 2002년 ‘벤처 건전화 방

안’에선 M&A 활성화 정책과 시장 활성화 및 시장 환경개선

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지원 결과 1998년 말 

2000개에 불과하던 IT 관련 기업은 2001년 6월에 1만 개로 

증가하였고, 벤처기업의 생산 비중은 한국 전체 GDP의 3%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벤처 산업에 대한 과열된 투자는 벤처거품을 양산하였고 이

로 인해 벤처 산업은 점차 퇴보하게 된다(고명숙 외. 2015). 
벤처거품 붕괴 이후 한국 정부는 엔젤투자의 위축과 중간회

수시장 미비로 인해 창업생태계가 와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선

순환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대학원, LINC 사업, 창업경진대회 등 창

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

관학교와 같은 패키지형 창업지원 사업, 창업보육센터, 1인 창

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운영을 통한 창업인프라 구축 사업, 창

업관련 자본시장 형성을 위한 회수시장 강화 및 M&A 지원 사

업과 같은 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과거의 정

책에 비해 창업 생태계를 고려하여 내실을 다지는 성격이 강

한 정책들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사업들에 한정하여 지원사업의 

규모를 보면 총 1조 8,203억원 정도이다(이성봉, 2015). 
기업가정신과 창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

책 가운데 하나로, 창조경제의 기치 아래 기업가정신을 촉진

하고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우수한 청년창업가 발굴 

양성’이나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을 추진과제로 명시하였

다. 2013년도에 발표된 정부 6대 전략 중 ‘창의성을 정당하게 

1) 정부의 기업 대상 업무를 위임 받아 시행하는 기관이며 입찰, 공증 등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행정 절차 기간 및 비용 낭
비가 많아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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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을 첫 번째로 제시하

였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중소기업청 주도의 창

업선도대학 및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사업과, 교육부 주도의 

LINC 창업교육센터 등의 사업을 강화하였다. 
또한 첨단기술 창업팀을 발굴하여 투자, 멘토링, 정부 R&D

를 일괄 지원하는 ‘글로벌 시장형 창업 R&D 제도’를 도입하

였다. 유망 창업팀에게는 최대 3년간 5억원이 지원되며 민간

투자 1억원 이상을 알선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학교기업 

현장실습생으로 매년 41,000여 명을 선발, 총 112억 원을 지

원한다. 이러한 창업지원정책에 힘입어 국내 창업활동은 꾸준

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박천수, 2013). 통계청(2015)에 따

르면 신설된 법인 수는 2014년에 전국적으로 84,697개로 2012
년의 74,162개에 비하여 연평균 7.1% 증가하였다. 40대 미만 

청년창업에 의한 신설법인 개수는 2014년 22,806개였고 이는 

2012년 21,048개에 비하여 연평균 4.2%가 증가한 수치이다. 

1.2. 한중 기업가정신 비교연구 현황

현재까지의 한-중 기업가정신 비교 논문들은 현 기업가들에 

대한 비교 연구보다는 잠재적 창업가인 대학생들의 기업가정

신을 제시하고 비교한 논문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기업가정신을 비교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성순(2009)은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창업가를 대상

으로 기업가정신, 성취욕구, 창업동기 및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양국 잠재적 창업

가의 기업가정신, 성취욕구, 창업동기, 창업의지를 비교 분석

하였고, 중국의 잠재적 창업가들의 각 영역에 대한 수치가 한

국보다 모두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Jiang(2010)은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과 문화지능 그리고 창업의향 사이의 관계, 감성지능과 창업

의향의 관계, 문화지능과 창업의향의 관계에 대한 경력선택 

자기효능성의 조절기능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감성지능, 
문화지능, 경력선택, 자기효능성이 창업의향에 부분적 그리고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 변수들이 

중국 대학생의 경우 한국 대학생들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장연(2008)은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생들의 창업의지

형성에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실증연

구를 진행하였다.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조절변수로 활

용하여 경력지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조사대상인 한

국과 중국의 경력지향성, 창업의지,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창업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그러나 관리지

향성, 기술지향성, 안정지향성은 한국 대학생들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해(2006), 박철·강유리(2010) 그리고 김종운(2015)은 한국

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대학생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서정해(2006)의 창업 및 기업가에 대한 한

중일 대학생의 의식 비교 연구는 창업가적 의욕과 열정, 지식

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이 일본의 대학생들에 비

해 월등하게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대

학생들 간에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박철·강유리(2010)은 한국, 중국, 몽골, 캄보디아 대학생들의 

창업성향을 묻는 여섯 가지 질문을 통해 비교연구 하였는데,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은 몽골과 캄보디아의 대학생들에 비해 
낮은 창업성향을 보였고, 한국은 중국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한국, 중국, 미국, 이스라엘 청년들의 기업가적 의도를 비교

한 김종운(2015)의 연구는 위의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 이 연구는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에 따라 기업가적 의도가 기업가적 행동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계획적 행동이론이란 특정 행동을 일으키는 핵심적 요인은 

‘의도’라고 규정하는 이론으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

지 요인은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 주관

적 규범(Subjective Morm) 그리고 인지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Oontrol)이다. 이러한 가정 위에서 한국, 중국, 미국, 
이스라엘 청년들의 개인적 특징, 인구통계학적 특징들, 계획

적 행동이론의 세 가지 요인들, 그리고 기업가적 의도를 포함

한 질문지를 통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계획적 행동이론의 요인들과 기업가적 의

도간에 매우 정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

적으로 이스라엘과 한국의 학생들이 중국과 미국의 학생들보

다 기업가적 의도의 수치가 매우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김종운(2015)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논문들은 중국

의 전반적인 기업가정신이 한국의 기업가정신에 비해 더 높

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잠

재적 기업가정신을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과 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한중의 잠재적 기업가들의 기업가정신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

에 더 나아가 각 국가별로 기업가정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변수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주의가 

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한다. 
 

1.3. 연구방법 및 가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비교한다. F검정과와 t검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측정하는 변수와 문화적 변수를 비교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한-중 비교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중

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종운(2015)의 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근거로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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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 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정도가 한국 대

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보다 더 높다

    1-1 : 중국 대학생들의 내재적 통제력이 한국 대학생들

의 내재적 통제력보다 더 높다. 
    1-2 : 중국 대학생들의 혁신성이 한국 대학생들의 혁신

성보다 더 높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형성에 개인주의가 어떤 기여를 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양국 

설문 조사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별 회귀분석

의 모델과 설문 문항 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회귀분석 모델

요인 문항수

종속변수

기업가적 지향성 -

혁신성 5

내재적 통제력 5

독립변수 개인주의 5
  

본 연구의 모델이 되는 Mueller & Thomas(2001)의 연구는 

불확실성 회피성이 낮은 문화일수록 개인의 혁신성을 고양시

키며,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일수록 내재적 통제력이 증가한다

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화에서 기업가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업가 지향성을 촉진하는 문화적 변수 중 개인주의에 집중하

기로 한다. Mueller & Thomas(2001)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일수록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2-1 : 개인주의는 내재적 통제력을 향상시킨다. 
   2-2 :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자국에 대해 

더 개인주의적인 국가로 느끼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와 한동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중

국에서는 북경대학교와 절강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한중 양국의 수도권대학 1개씩과 지방대학 

1개씩 선정하기로 하되, 글로벌 역량이 높다라고 양국에서 객

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학 중에서 선정하였다. 또한 인문

사회와 이공자연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전공을 

배분하였으며, 양국의 미래 경제를 담당하게 될 잠재적 기업

가정신을 비교측정하기 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내용은 양국 대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자국의 문화적 특

성과 개인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묻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지는 2014년도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해당 대학의 교수들에 
의해 수업시간에 시행되었다. 한국 대학생들에게는 영문 설문

지를, 중국 대학생들에게는 중국어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다. 

Ⅱ. 선행연구

2.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에 대한 정

의가 우선되어야한다. 기업가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18세기 이전에는 ‘상인’이라는 의미의 실업가, 고용

주, 소유주의 의미로 사용되어왔으나 18세기 초에 프랑스경제

학자 Richard Cantillon에 의해서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통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며,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되었다. 20세기 이후 

Schumpeter를 통해서 기업가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이 확립되

게 되는데, 그는 기업가를 ‘혁신적인 기능을 통해 이윤을 추

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여 소유주 또는 일반경

영자와 구별하였다(고명숙 외, 2015). 민경호(2006)은 기업가와 

경영자의 차이를 <표 2>과 같이 비교 서술하였다.

<표 2> 기업가와 경영자 비교 

기업가 경영자

특정한 기회를 끊임없이 추구하려
고 하며, 외부자원의 활용과 시장지
향적인 태도

내부자원의 효율적인 최적화에 주력

현실적이고 단기간에 사업 기회를 
포착, 활용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사업 기회 활용

비체계화된 의사결정 체계적인 의사결정 

다양한 비공식 네트워크를 가진 평
면조직

계층조직을 전제로 수직화된 관료조직

 

기업가정신 연구는 최근 많은 연구자들과 기업가들이 관심

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이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은 

지는 30년도 채 되지 않았다. 경제 발전에 있어서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한 Schumpeter의 연구를 제외하면, 기업가정신과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는 1970~198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연

구 분야로서의 기업가정신 연구의 역사는 1990년대에서야 시

작되었다. 2000년대에는 기업가정신 연구가 세부화되어 기업

가의 자본 조달 및 벤처캐피탈, 기업가적 과정 및 창업기업 

경영, 기업가 네트워크 및 사회적 자본, 여성 기업가 및 소수 

인종, 이민자들에 의한 창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

가 나타났다. 이러한 최근 10-20년간의 기업가정신 연구의 양

적 성장과 연구분야의 다양화 경향은 유력한 경영 저널에서

의 기업가정신 연구의 지위 향상 뿐 아니라 많은 기업가정신 

전문 학술지를 탄생시켰다(김영환·양태용, 2013). 
기업가정신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몇몇 학자들은 기업가

정신을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New Business Cre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Aldrich, 1992; Davidsson & Wiklund, 2001; Low 
& MacMillan, 1988; Van de Ven, 1992; Venkataraman, 1997). 
여기서 ‘새로운 사업’이란 단지 창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

라 기존의 기업들이 내부적인 사업체를 새로 만든다는 의미

까지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Stevenson과 Timmons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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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Stevenson et al.(1994)는 기업가정신

을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Timmons(1994)는 기업가정

신을 “기회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접근방법과 균형 잡힌 리

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추론/행동 방식”으로 정의하여, 
기업가정신을 사고의 방식 뿐만 아니라 행동의 방식으로 설

명하고 있다. 배종태·차민석(2005)는 Stevenson과 Timon의 정

의를 통합하여 기업가정신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으로 정의하였다. 

2.2. 기업가적 성향

이전부터 개인의 기업가적 성향에 대한 연구와 이것을 촉진하

는 환경요인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먼저 개인의 기업가적 성향에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지유·양해술(2014)과 김종운(2014)은 창업가의 어떤 특성이 

창업 동기와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였다. 
Babb & Babb(1992)의 연구는 기업 설립자와 비설립자를 나누

는 성향적 특징으로 성취욕, 감정적 안정성을 뽑았고 Rauch & 
Frese(2007)는 기업가정신을 유발하는 개인 성격 특징을 성취

하고자 하는 욕구, 자기효능감, 혁신성, 스트레스 통제력, 독

립에 대한 욕구, 진취적 성격이라고 언급하였다. 
김범성(2012)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같은 기업가적 

성향이 창업의도, 창업여부 그리고 창업성공과도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유봉호(2015)는 창업자의 

자기효능감과 자율성이 창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의 선행조건

이 되며 내재적 동기는 위험감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험감수성은 창업성공 가능성을 높여주

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 
Mueller & Thomas(2001)는 기업가의 성향에 대한 다른 연구

들에서 제시한 성취욕, 혁신성,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조절능력, 
감정적 안정성, 독립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과 같은 여러가지 
기업가적 성향과 특징들 중에서도 기업가적 잠재력과 관련된 

심리적인 특징을 ‘내재적 통제력’와 ‘혁신성’으로 보고 이 두 

가지 심리적 특성에 집중하여 기업가정신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Mueller & Thomas(2001)가 제시한 혁신성과 

내재적 통제력의 두 가지 성향을 기업가적 잠재력의 핵심 요

소로 보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혁신성은 기업가정신에 관한 

슘페터(Schumpeter, 1934)의 초기 연구에서부터 중요하게 다루

어진 기업가적 성향으로 드러커(Drucker, 1985)에게도 집중을 

받았으며 위에서 언급된 연구들 중에도 김범성(2012)과 Rauch 
& Frese(2007)는 혁신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내재적 통제력 역시 기업가정신의 심리학적 특성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영역 중 하나(Perry, 1990)로 위

에서 언급된 김범성(2012)과 Rauch & Frese(2007)의 연구는 진

취성, 스트레스 통제력과 같이 통제력과 관련된 성향들을 간

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2.2.1. 내재적 통제력

심리학에서는 감각 제어와 다양한 상황 하에서 이것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Strickland, 1989). Rotter(1966)는 “통제력”(Locus of Control)이
라는 개념을 창시하여 위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

을 하였다. Rotter에 따르면 한 개인은 개인의 통제와 이해 안

에서 혹은 그것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현상의 결과물을 인지

한다. 내재적인 사람(An “Internal”)은 개인의 능력, 노력 혹은 

기술에 의해 결과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반면에, 외재

적인 사람(an “External”)은 개인의 통제 밖의 힘이 결과를 결

정한다고 믿는다(ibid). 
내재적 통제력(Internal Locus of Control)은 기업가정신 연구

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심리적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Perry, 
1990). Mueller & Thomas(2001)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내재적 통제력과의 긴밀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한다. 만약에 누군가 벤처사업의 결과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개인은 실

패의 위험이 가득한 창업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과 능력에 대한 인지가 새

로운 벤처 사업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기업가들

은 외재적 통제요소보다 내재적 통제력에 더 집중하게 된다. 

2.2.2. 혁신성

기업가정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Schumpeter는 혁신성을 기업

가의 가장 핵심적인 성향 중의 하나로 보았다. Schumpeter(1934)
는 기업가의 역할을 변화의 촉진제로 정의하였고, 기업가를 

새로운 기회들을 포착하는 도구이자 아이디어 뱅크이자 행동

의 주체로 규정하였다. Drucker(1985)는 혁신을 기업가의 특별

한 도구라고 보았다. Carland et al.(1984)는 혁신적인 전략 수

행이 일반적인 소상공인과 기업가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언

급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기업가들이 비기업가들보다도 혁

신적이라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 Sexton & Bowman-Upton(1986)
은 창업과 기업에 관련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일반 비즈니

스 전공 학생들보다 더 혁신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

를 보여주었다. Carland, et al.(1988)은 기업가들이 소상공인에 

비해서 혁신에 대한 더 높은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

다. Carland & Carland(1991)는 남성과 여성 기업가들이 다른 

경영 파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혁신적 성향을 가진다는 사

실을 발견했다. Smith & Miner(1985)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의 설립자들이 다른 경영포지션에 있는 개인들보다도 혁신 

영역에 있어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연구들은 혁신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

적인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Shane et 
al.(1991)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추구, 혁신하

고자 하는 기회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다. 국제적인 연구들에서도 혁신하고자

하는 기회는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자주 언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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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였다(Scheinberg & MacMillan, 1988; Blaise et al., 1990). 
이처럼 혁신성은 기업가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로 여러 연구자들이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기업가

적 성향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도 내재적 통제력과 더불

어 혁신성을 기업가의 성향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지표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2.2. 기업가적 지향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요

소-개인주의

Hofstede(1980)는 40여개 나라의 88,000명의 IBM 근로자들과 

고용인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국가별 문화적 가치관을 

구별하는 척도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척도는 ‘권
력 거리’로 부하들을 그들의 상사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감정적 

거리를 뜻한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 회피성’이며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척도는 ‘개인주의’로 사회

가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어느정도 강한가를 평

가하는 척도이다. 마지막 척도는 ‘남성성-여성성’으로 얼마나 

과업 지향성인지 인간 지향성인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Hofstede는 이러한 문화적 특징들과 기업가정신 사이의 관련

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러 기업가정신 

연구들이 Hofstede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Hofstede의 문화 척도를 활용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

어져 있다. 정태흠·유효상(2012)는 국가문화가 기업가적 활동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기업가정

신이 높은 수준의 개인주의, 낮은 수준의 불확실성 회피, 낮

은 수준의 권력 간격, 그리고 높은 수준의 남성다움 문화에 

의해 촉진된다는 전통적 가설에 대해서 평가했다.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리포트의 총 48개 국

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 가설과 달리 총 초기 기

업가적 활동은 개인주의와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 초기 기업가적 활동은 다른 세 문화변수

인 권력간격, 남성다움, 그리고 불확실성 회피와는 상관관계

가 없었다. 또한 개선형 창업동기가 생계형 창업동기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개인주의, 낮은 수준의 남성다움, 그리고 낮은 

수준의 불확실성 회피에 비례하였다. 
Mueller & Thomas(2001)는 기업가적 잠재력과 관련된 심리

적인 특징을 내재적 통제력와 혁신성으로 보고 이 두 가지 

심리적 특성이 어떤 문화에서 더 빈번해지는지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Hofstede의 네 가지 문화 척도 중에서 두 가지 척

도-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성-에 집중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주의적인 문화권에서 내재적 통제력이 증가하며, 
불확실성 회피성이 약한 문화권에서 혁신성이 증가한다. 이에 

더하여, 내재적 통제력과 혁신성이 통합된 개념인 ‘기업가적 

지향성’은 전체주의적이며 높은 불확실성 회피 문화보다 개인

주의적이고 낮은 불확실성 회피 문화권에서 나타나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에서는 Mueller & Thomas의 연구를 

기반으로 개인주의에 집중하였다. 

Ⅲ. 설문조사 결과

3.1. 조사 대상자의 특성

본 설문의 유효한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367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서울대 재학생은 136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북경대 재학생이 92명(25.0%), 한동대 재학생은 74명
(20.1%), 절강대 재학생은 65명(17.9%)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211명(57.1%)으로 여자 156명(42.9%)에 비하여 많았다. 재학생

들의 전공별 분포는 상경계열 학생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에

서 128명(34.8%)이었으며,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112명(30.5%), 
이공자연계열 학생은 102명(27.8%)이었으며, 전공을 미입력한 

조사자는 25명(6.9%)이었다.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유효한 응답자 수 

국가별

한국
한동대 74(35.2%)

서울대 136(64.8%)

중국
북경대 92(58.6%)

절강대 65(41.4%)

총   계 367

전공별

상경계열 74(35.2%)

인문사회계열 136(64.8%)

이공‧자연계열 92(58.6%)

미입력 65(41.4%)

총  계 367

3.2. 문항구성

다음은 각 항목별 문항의 내용이다. 문항은 총 세 가지 영

역으로 구성되며, 대학생들이 느끼는 자국의 문화적 경향성을 

묻는 개인주의에 관한 질문과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묻는 내재적 통제력, 혁신성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설문지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지 선택문항을 

사용하였다. 질문은 각 영역별로 5문항씩 배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Mueller & Thomas(2001)의 연구와 같이 기업가적 지

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이라는 변수를 개인의 기업가

적 성향인 혁신성과 내재적 통제력을 활용하여 만들었다. 기

업가적 지향성은 혁신성과 내재적 통제력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각 문항은 Mueller & Thomas(2001)가 사용한 질문을 활용하

여 개발되었다. Mueller & Thomas는 개인주의에 대해서 묻는 

문항은 Hofstede(1980)가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내재적 통제력에 대해서 묻는 질문은 Rotter(196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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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사용된 Rotter I-E Scale을 수정하여 적용하였으며 

혁신성에 대해서는 the Jackson Personality Inventory Manual(JPI)
을 따라 문항을 수정 반영하였다. 

<표 4> 설문조사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

잠재
변수

측정변수
요인 신뢰

계수1 2 3

개인
주의

탈 가족주의 1 0.5133 0.0961 0.0073

0.7543

탈 가족주의 2 0.7123 0.1084 0.0321

탈 가족주의 3 0.5579 -0.0056 0.0594

개인화된 
사회 1

0.6853 0.0117 -0.0147

개인화된 
사회 2

0.5595 0.0788 -0.0433

내재
적 
통제
력

내재적 
통제소재 1

0.0113 0.5813 -0.0661

0.7373

내재적 
통제소재 2

0.0316 0.6128 -0.0767

외재적 
통제소재 3

0.0986 0.5198 0.0214

외재적 
통제소재 4

0.1375 0.5643 0.0956

외재적 
통제소재 5

0.0739 0.6421 -0.0240

혁신
성

혁신성 1 0.0839 -0.1025 0.7463

0.7473

혁신성 2 -0.0491 -0.1120 0.7230

혁신성 3 0.2085 -0.0548 0.4337

혁신성 4 -0.0829 0.2255 0.4979

혁신성 5 -0.0310 0.1967 0.6485

고유값 1.963 1.96 1.85

-

설명변량 0.3932 0.3927 0.3720

누적설명변량 0.3932 0.7859 1.1579

KMO of sampling 
adequacy.

0.7597

질문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에서 각 

질문의 KMO 값의 평균은 0.7597이며 모든 문항에서 KMO는 

0.6000 이상이었다. 또한 문항에 대한 Cronbach alpha 값은 모

든 영역에서 0.7이상 이었다. 이와 같이 각 설문 문항들이 본 

연구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3.3. 자료분석

양국 대학생들은 각 질문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중에 하나를 선택하

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
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수치

화하였고, 각 질문의 내용에 따라 역순으로 배점한 경우도 있

다. 질문지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개인주의, 
내재적 통제력, 혁신성을 묻는 질문으로 나뉘어있다.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합산하여 수치화하여 아래와 같이 분

산, 평균에 대한 한중 대학생간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해 각 항목과 기업가적 성향의 관계성에 대해

서 분석하였다. 

3.3.1. 국가별 비교 분석

<표 5> 기술통계 분석결과 

     국가
변수

평균 표준편차

한국 중국 한국 중국

개인주의 16.42 19.71 3.12 2.69

혁신성 15.59 16.16 3.18 3.07

내재적 통제력 15.74 16.96 3.01 3.28

기업가적 지향성 246.04 273.59 73.02 75.78

<표 6> F-test

변수
가설

Ho: ratio=1
(ratio=standard deviation(sd) of Chinese students/ sd 

of Korean students )

Ha: ratio≠1

개인주의 0.0268* 0.0536 0.9732

혁신성 0.3228 0.6457 0.6772

내재적 통제력 0.8765 0.2471 0.1235

기업가적 지향성 0.6923 0.6155 0.3077

※ *** p<0.001; ** p<0.01; * p<0.05.

<표 7> t-test

변수 
가설

Ho: diff = 0
(diff=mean of Chinese students - mean of Korean 

students) 

Ha: diff < 0 Ha: diff≠ 0 Ha: diff > 0

개인주의 1.0000 0.0000*** 0.0000***

혁신성 0.9568 0.0865 0.0432

내재적 통제력 0.9999 0.0003** 0.0001**

기업가적 지향성 0.9998 0.0005** 0.0002**

※ *** p<0.001; ** p<0.01; * p<0.05.

<표 5>, <표 6> 그리고  <표 7>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국가별로 제시하였고 이를 F검정과 t검정을 통

해서 비교하였다. 먼저 F검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귀무가설 

Ho를 ‘중국학생들의 각 항목의 값의 표준편차/한국 학생들의 

각 항목의 표준편차=1’이라고 세웠고, 대립가설 Ha는 ‘중국학

생들의 각 항목의 값의 표준편차/한국 학생들의 각 항목의 표

준편차≠1’라고 세웠다. t검정의 귀무가설 Ho는 ‘중국학생들

의 각 항목 값의 평균-한국학생들의 각 항목의 값의 평균=0’
이며 이에 대한 대립가설 Ha는 ‘중국학생들의 각 항목 값의 

평균-한국학생들의 각 항목의 값의 평균≠0’이다. 
F검정과 t검정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 변수인 

‘개인주의’의 영역에서 F검정을 실시하면 대립가설이 기각되

어 한국과 중국의 분산은 통계적으로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

르게 된다. 합동 두 표본 t검정을 실시하면 중국이 한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2.1226 더 크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대학생들보다 중국의 대학생들이 

자국의 문화에 대해 더 개인주의적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가적 성향 변수 중에 ‘혁신성’의 변수는 F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수준에서 분산은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게되며, 
합동 두 표본 t검정을 실시하면 유의한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되어 평균이 동일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내재적 통제력’의 영역에서 F검정을 실시하면 귀무가설

을 기각할 수 없게 되어 분산은 동일하다는 결론에 이르며, 
합동 두 표본 t검정을 실시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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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보다 평균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

막으로 ‘기업가적 지향성’ 영역에서 F검정을 실시하면 유의한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되어 분산은 동일하다

는 결론에 이르며, 합동 두 표본 t검정을 실시하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에서 중국의 평균이 한국보다 더 크다. 
요약하자면, 중국 학생들은 ‘내재적 통제력’과 ‘기업가적 지

향성’에서 한국 학생들보다 높은 평균 수치를 보여주었다. 
‘혁신성’에 있어서만 두 국가 학생들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설 1, 가설 1-1, 가

설2-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3.3.2. 문화와 기업가정신 회귀 분석

<표 8>에서는 학생들의 기업가적 성향과 개인주의의 회귀분

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 학생들의 결과를 분석해보

면 어떤 종속변수도 개인주의와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중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재적 통제력 

변수가 개인주의에 의해 정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기 가설과는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낸다.가설 2-1과 같이 중국의 경우 개인주의가 대학생들의 내

재적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생들은 내재적 통제력과 개인주의 사이

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주의

적인 문화에서 기업가적 지향성이 반드시 높게 나타나는 것

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8> 개인주의와 다른 기업가적 성향 변수들과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내재적 통제력 혁신성 

기업가적 
지향성(혁신성 * 
내재적 통제력)

한국
개인
주의

-0.0538
(0.422)

0.0116
(0.871)

-0.8371
(0.607)

중국
0.3115**
(0.001)

-0.0140
(0.879)

4.8238*
(0.032)

※ *** p<0.001; ** p<0.01; * p<0.05.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동아시아 경제권 안에서도 기업가정신이 매우 활

발한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가정신에 대해 비교

하고 문화와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

국의 기업가정신과 문화적인 변수에 대한 비교 연구의 결과

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들

에 비해 자국에 대해 더 개인주의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또

한 개인의 기업가적 성향에 대한 비교 연구의 결과는 내재적 

통제력과 혁신성 모두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생들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문화적 변수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는 초기 가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은 개

인주의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중국의 대학생들은 영

향을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 대학생들의 혁신성과 내

재적 통제력은 어떤 문화적 변수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으나 중국 대학생들의 내재적 통제력은 개인주의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표 9>와 같이 가설 1, 1-1, 2-2를 제외한 가설

은 기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의 

잠재적 기업가정신을 비교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대체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국에 비

해 중국의 대학생들의 잠재적 기업가정신이 더 높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을 형성하는 문화적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

분의 연구들에서 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성과 같은 문화적 

특징이 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기업가정신 형성에 영향

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표 9> 가설검증결과

가설 기각 여부

가설 1: 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정도가 한국 대학  
        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 보다 더 높다 

미기각

 1-1: 중국 대학생들의 내재적 통제력이 한국 대학생들의 내  
      재적 통제력보다 더 높다. 

미기각

 1-2: 중국 대학생들의 혁신성이 한국 대학생들의 혁신성보   
      다 더 높다. 

기각

가설 2: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일수록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2-1: 개인주의는 내재적 통제력을 향상시킨다. 기각

 2-2: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자국에 대해 더  
      개인주의적인 국가로 느끼고 있다. 

미기각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모든 문화권

에서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향후 연구

에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가의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양국 대학생들

은 각각 다른 문화적 요소에 의해 기업가적 지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발견하는 연구는 양국 잠재적 

기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한-중 대학생들의 잠

재적 기업가정신의 비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각 국가별 

잠재적 기업가정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을 비

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문화적 요인을 개인

주의에 국한시킬 수 밖에 없었고, 위험회피성의 경우 요인분

석과정에서 제외해야 했다. 또한 설문문항을 당초 한중 양국

에서 영어로 실시하려 계획하였으나, 중국대학 교수들의 조언

으로 중국 대학생들에게는 중국어로 구성하였고, 한국 대학생

들에게는 영어로 구성하여 국가별 응답자들의 문항 이해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후의 연구에서

는 더 다양한 문화적 요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설문연구 

절차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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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f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Individualism 

o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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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mpar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both countries’ students and to compare the effect of individualism 
on developing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both countri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will conduct two analysis. Firstly, the 
comparative study o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both students will be implemented by conducting F-test and t-test.  Secondly, th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an independent variable – individualism – and dependent variables – innovativeness,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 will be conducted in order to compare the effect of individualism on developing entrepreneurial 
orientation. 

Prior to implementation of two analysis, this study has implemented the survey to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o estimat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a cultural variable to influenc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he question of survey is divided into two parts 
– individu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cluding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innovativeness and a cultural variable, individualism.  

As other precedent comparative studies of Chines and Korean potential entrepreneurship concluded, Chinese students have shown higher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han Korean students. However, on the contrary to prior studies on cultural factors and entrepreneurship, only 
Chinese student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s influenced by individualism. Any dependent variables of Korean students were not affected 
by individualism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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