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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문화산업은 인간의 창작성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화산업에서는 기업가의 역할보다는 개인 창작자의 영감과 아이디어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최근 “한류(韓流)” 등의 영향으로 인해 문화산업에서 기업가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더의 혁신지향성, 위험감수성, 선발자우위, 종업원에 대한 보상, 재도전용이
성이 마켓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험감수성, 선발자우위, 종업원에 대한 보상, 
재도전용이성의 경우에는 모두 마켓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리더의 혁신 지향성에서는 유
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였다. 이는 문화산업에서 마켓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리더의 직관보다 구성원
들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전략을 수립하거나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기업가정신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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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lture industry has been considered very important as firms utilize human creativity as the main 
source for providing high-value-added services. In this industry, the inspirations and ideas of individual 
creators have been stressed rather than the roles of entrepreneurs so far. However, in recent years, 
due to the influence of “Hallyu” or the Korean Wave, entrepreneurial firms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producing a variety of products embracing cultural value. In this vein, the entrepreneurship-related 
elements such as the degree of leaders’ innovativeness, risk-taking environment, first mover advantage, 
employee compensation, and tolerance to failure were selected to investigate their effects on market 
leadership. As a result, it was observed that risk-taking environment, first mover advantage, employee 
compensation, and tolerance to failure had a positive effect whereas leaders’ innovativeness was not 
statistically meaningful.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creation of an atmosphere where employees’ 
creativity can be fully appreciated is more important than the leader’ insight-driven innovativ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when companies formulate strategies and the government initiate 
policies in the culture industry, entrepreneurship should be incorporated as a crucial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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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문화산업은 인간의 창작성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식
되고 있다[1][2].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
은 이미 영화, 음악, 방송 등 다양한 문화산업에서 노하
우를 축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해 노력해 왔다. 우리나라도 다소 늦긴 했지만, 문화산
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와 기술이 결합된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하고 있다[3][4]. 

문화산업은 음악, 방송, 영화, 출판, 디자인 등 저작권
의 보호를 받는 문화적 성격의 상품과 서비스의 창조와 
생산, 유통에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2], 다음과 같은 특
징을 지닌다 [5]. 첫째, 하나의 문화상품이 창조된 후 다
른 산업의 상품으로써 활용이 지속되면서 가치가 증대
하기 때문에 전후방연관효과1가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크다. 둘째, 문화산업은 관련 업체들이 근접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입지적 요소와 네트워크(network)적 요소들이 
뒷받침 되어 발전하기 때문에 시너지(synergy)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일단 생산되고 나면 이를 재생산하는 경
우에는 한계비용이 거의 영(zero)에 가깝게 나타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2가 매우 강
하게 작용한다. 넷째, 문화상품은 한 영역에서 다른 영
역으로 재창조되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용이하게 해주
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섯째, 문화상품은 소
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상품의 효용이 알려지지 않는 
경험재(experience goods)의 속성을 갖는다. 여섯째, 
문화상품은 다른 소비자가 소비한다고 해도 상품 자체
가 줄어들거나 소멸하지 않는 비경합적(non-rival)적 
특성을 가진다. 일곱째,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 문
화상품은 흥행에 성공하면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흥행에 실패하면 투자 원금마저 회수하기 어렵
기 때문에 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산업

1 전방연관효과(어떤 산업에 대한 투자가 그 산업의 제품을 사서 
사용하는 산업의 성장과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와 후방연관효과
(어떤 산업이 다른 산업의 제품을 생산의 투입물로 사용함으로
써 투자와 성장을 유발하는 효과)를 말함

2 산출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이라고 할 수 있다. 여덟째, 문화산업 내에서는 물론, 문
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접목되어 신속하게 융복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이 등장하면서,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울 만큼 
융복합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산업은 대부분 창의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기업
가정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6][10]. 기업가정신
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바탕으로 자원의 제약
을 극복하고 창업을 하거나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성
향을 말한다[7-9]. 문화산업의 기업가들은 창작물을 성
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객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에[10] 일반적인 기업가들과 다른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진다[3]. 첫째, 문화기업가는 생산에 
참여하는 동기가 사회적 가치 및 개인적 선호와 이윤 
추구의 목적이 같이 결합된 형태인 경우 많다. 둘째, 문
화와 관련된 사업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루는 구성원
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하기 때문에, 임시적 프로젝트 단위의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된다. 셋째, 문화기업가는 상하관계
(top-down)보다 전문 인력간의 긴밀한 접촉과 자유로
운 분위기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문화
산업에서의 기업가정신은 많이 연구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문화상품의 창
출, 유통 및 보급, 활용에 있어서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최근 “한류(韓流)”의 등장,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활용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입지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3][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산업에 있어서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마켓리더십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나라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및 가설도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변수들은 전략적 선택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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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Choice Theory)에 근거하여 도출한다. 전
략적 선택 이론은 CEO 및 최고경영자팀(TMT: Top 
Management Team)이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선
택한 전략에 따라 기업의 행동 및 성과가 결정된다는 
이론이다[11][12]. 이 이론은 경영학 전반에 걸쳐 적용
되는 이론으로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기업
가정신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13]. 따라서 기존연
구에서 강조되어 온 변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독립변수
1.1 리더의 혁신지향성
기업가적 특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리

더의 혁신 지향성은 기업의 성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
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7][9], 다음과 같은 
역량을 모두 포괄한다.

첫째, 리더는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기반으로 명확한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행 계획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혁신 전략과 계획이 수립되었으
면, 이를 실천하는 실행력이 중요하다. 많은 경우 구성
원들의 관성(inertia) 등에 부딪혀 실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최고경영자 등의 리더는 구성
원들에게 의지를 명확하게 보이면서 추진하는 리더십
을 가져야 한다. 셋째, 성공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구성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
적이다. 리더는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
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혁신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을 성공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기술과 콘텐츠가 결합한 문화산업에서 경쟁력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더의 혁신지향성이 필수적
이라고 볼 수 있다. 

1.2 위험감수성 
기업가는 수많은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처해야 

한다. 위험감수성이란 불확실성과 모호함이 존재하는 
사업에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기회를 잡으
려 하는 성향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가들은 위험을 예
민하게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을 즐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14][15], 높은 위험을 가진 사업을 선호한다
[15]. 즉, 기업가들은 다소 위험이 있더라도 높은 성과
와 이익과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하
며, 도전적인 일을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산업에서 주로 제공되는 콘텐츠는 예술가
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결과물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
해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고객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위험감수성이 필
요하다.

1.3 선발자우위
기업은 산업 환경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시장의 등장

하는 과정에서 경쟁기업보다 먼저 행동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16]. 이러한 선발자우위는 기업
의 시장점유율, 수익률, 생존 측면에 있어서 늦게 진입
한 후발 기업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용우위를 확보한 기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후발기업들의 진입을 저지
할 수 있다[17]. 즉,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장에 늦게 진
입하게 되면 선발자들이 이미 구축한 고객기반과 학습
곡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18][19]. 

산업의 역동성(dynamics)이 선발자우위의 핵심이고, 
기술혁신의 속도가 잠재 시장 개척의 성과를 결정한다 
[20]. 몇몇 학자들은 후발자우위(late-mover 
advantage)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산업 형성 초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전환비
용(switching cost), 고착화(lock-in) 등의 효과를 극
대화 할 수 있는 선발자 우위가 문화산업에서는 더 일
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21]. 

1.4 종업원에 대한 보상
모든 조직은 구성원들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

며, CEO는 이를 평가하고, 보상할 의무가 있다. 효율적
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 맡은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보
상이란 조직구성원에게 주어지는 모든 금전적, 비금전
적 혜택을 말한다. 따라서 공평하고, 객관적인 보상시스
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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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게 되면 조직구성원 개인은 성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22][23]. 이렇듯 
보상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에 대한 몰입을 제고
한다. 바꾸어 말해 보상이 정당하지 않으면 조직구성원
들의 낭비적 행동(costly behaviour)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다[24]. 

따라서 성공적인 기업가는 인재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미 교육훈련과 보상시스템은 동기부여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22].

문화산업에서 역시 보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
기 시작하면 구성원들은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
하게 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
발적인 노력을 더 하게 될 것이다. 

 
1.5 재도전용이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고, 또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패 사례를 더 자주 접하게 되며, 그 원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극복에 대한 노력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실
패를 학문적 관점으로 보면 “기회의 상실” 혹은 “비용
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25-27]. 따라서 이를 반복하
게 되면, 기회는 사라지고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다[25]. 

기업가적 혁신은 실패 확률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실패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매우 중한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적 성향으로 보는 것이
다. 전자는 개인이 직면한 상황과 가진 자원에 따라 대
처의 유형이 결정된다는 견해이다. 후자는 시간의 흐름
이나 상황과 관계 없이 개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관점이다. 자아존중감과 정신
건강 수준이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의 내적·정신적 역량이 향상에 대해서도 강조된 
바 있다[26].

위에서 언급했듯이 문화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기업
화되면서, 개인이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조직이 얼마큼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

하는가가 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27].

2. 종속변수
기업의 성공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만[9][28][29], 대부분 성공하는 기업들은 시장 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시장점유
율은 여러 가지 성과 측정지표 중에서 한 기업이 경쟁
업체와 비교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라고 할 수 있다[28][29]. 

일반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효과를 누릴 수 있다[29]. 둘째,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
다[28]. 셋째, 시장점유율은 기업들이 얼마나 품질관리
를 잘 하는가를 포함해 경쟁자들과의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준다[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마켓리더십을 
설명하는데 가장 널리 활용되어 왔던 “시장점유율”을 
종속변수로 선정한다.

3. 통제변수
기존에 기업가정신을 다루는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다루어져 왔던 규모 더미와 지역 더미를 삽입한다
[30-32]. 

규모는 기업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언급되어 왔다[7][9].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기업과 중/대기
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규모를 구분한다[31]. 
즉,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300명 이하의 소기
업과 300명 이상의 중기업 및 대기업을 기준으로 구분
한다. 

또한, 기업들은 활동을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한다[30][3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수
도권 소재의 기업들과 타지역 소재의 기업들로 구분한
다[30]. 

이와 같이 기존연구에서 강조되어 오지 않은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변수들과 마켓리더십과의 관계를 보여주
기 위해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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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이에 따라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보여주는 리더의 혁
신지향성, 위험감수성, 선발자우위, 종업원에 대한 보
상, 재도전용이성이 마켓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아래와 같이 수립할 수 있다.

표 1.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설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설: (+)/(-)

리더의 혁신지향성

마켓리더십

(+)

위험감수성 (+)

선발자우위 (+)

종업원에 대한 보상 (+)

재도전용이성 (+)

III. 연구방법

중소벤처기업부/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는 
2016년부터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실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18년에는 약 10,000명의 
개인과, 약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
다. 3개년 조사 결과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과 마켓리더십을 설명할 수 있는 설문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2018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기업편) 』활용한
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산업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에 해당하는 설문결과를 활용한다. 3,299건의 
응답 가운데 178건이 이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가운데,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19건, 정부가 주

요 고객인 4건을 제외하고, 155건을 추출하여 최종 분
석에 포함시켰다. 

분석방법은 기업가정신의 발현과 마켓리더십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회귀분석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적절한 설문항목을 추출하였다. 종속변수인 
마켓리더십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장점유율”을 활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설문을 추출해야 했다. 총 75개의 
설문항목 가운데 52번째 항목인 “우리 조직의 시장점
유율을 동종업계에 비해 높은 편이다”가 이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 항목을 종속변수를 나타
내는 항목으로 선택하였다. 독립변수는 리더의 혁신지
향성, 위험감수성, 선발자우위, 종업원에 대한 보상, 재
도전이 용이한 환경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유관한 
설문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2. 독립변수와 설문항목
독립변수 설문항목

리더의 
혁신지향성

3. 나는(우리의 리더는) 변화와 혁신 지향적이며,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제시한다.

위험감수성 10. 우리 조직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잠재적 기회 탐색을 위해 과감하고 공격적이다.

선발자우위 11. 우리 조직은 매사에 경쟁사보다 먼저 액션을 취하고 경쟁
사는 그에 따라 반응하여 액션을 취한다.

종업원에 대한 
보상

37. 구성원의 혁신적 성과에 대한 보상, 교육, 커리어 관리 등
의 시스템이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다.

재도전용이성 62. 우리 조직이 속한 산업 분야는 실패 시 재도전이 수월하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은 다음과 같다. 평균은 7점 만점 척도로 평가했
을 때 3~5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0.7~1.0 사이로 나타났다. 최대값은 7점, 최소값은 1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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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마켓리더십(MKT) 4 0.7 6 1

리더의 혁신지향성(LEAD) 5 1.0 7 2

위험감수성(RISK) 4 0.8 7 2

선발자우위(FIRST) 4 0.9 7 3

종업원에 대한 보상(COMP) 4 0.9 7 2

재도전용이성(RE) 3 1.0 6 1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VIF도 모두 10 이
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4. 변수간의 상관관계
MKT LEAD RISK FIRST COMP VIF

LEAD 0.14 1.2
RISK 0.38*** 0.33*** 1.5
FIRST 0.36*** 0.24*** 0.42*** 1.3
COMP 0.37*** 0.38*** 0.33*** 0.33*** 1.4

RE 0.24*** 0.06 0.25*** 0.02 0.12 1.1

 * p<0.10, ** p<0.05, *** p<0.01

2. 연구결과 및 해석
분석 결과, 리더의 혁신지향성을 제외하고, 위험감수

성, 선발자우위, 종업원에 대한 보상, 재도전이 용이한 
환경이 모두 마켓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이는 기존에 창업자/기업가의 리더십이 강조되어 
왔던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7][9]. 이를 문화
산업에 반영해서 해석하면, 리더의 직관(insight)이나 
추진력이 중요한 산업과는 달리 조직구성원들의 창의
력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예술적 창작성이 
매우 중요한 문화산업의 특징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결
과가 도출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변수는 선발자우위로 
나타났다. 즉, 문화산업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승자독식
(winner-takes-all)이 존재하는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산업이다. 따라서 시장을 선점하고, 
소비자들을 고착화(lock-in)시키는 전략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업원에 대한 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산업에서의 창작자들은 창의력에 기반해 
다양한 예술적 영감을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
해 보상체계가 일반적인 기업들에 비해 합리적이지 않
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상 시스템이 규정대
로 잘 운영되고 있을 경우, 조직에 대한 충성도 및 몰입
도가 증가하여 결국에는 시장에서 리더의 위치를 지키
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재도전이 용이한 환경 역시 이러한 특성과 관련이 있
다. 고위험 산업인 만큼 실패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나친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조직 전체의 도
전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장기
적으로 시장 주도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감수성 역시 유의미한 변수로 해석
될 수 있다. 즉, 문화산업에서 마켓리더십을 가지기 위
해서는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요소들 중 매우 중요한 위
험감수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때, 
재도전이 용이한 환경이 사후적(ex post) 요인이라면, 
위험감수성은 보다 사전적인(ex ante) 요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 회귀분석 결과
구분 계수 가설검증 결과

상수(Constant) 1.99
리더의 혁신지향성(LEAD) -0.044 유의미하지 않음

위험감수성(RISK) 0.133* 가설지지(+)
선발자우위(FIRST) 0.172*** 가설지지(+)

종업원에 대한 보상(COMP) 0.159** 가설지지(+)
재도전이 용이한 환경(RE) 0.110** 가설지지(+)

규모더미(D1) 0.167
지역더미(D2) -0.052

* p<0.10, ** p<0.05, *** p<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화산업에서 기업가정신의 발현과 
마켓리더십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리더의 혁신지
향성, 위험감수, 선발자우위, 종업원에 대한 보상, 재도
전 용이성으로 구성된 다섯 가지 요인을 선정하여 분석



문화산업에서 기업가정신의 발현과 마켓리더십 423

하였다.
첫 번째 요인인 리더의 혁신 지향성은 기업의 제품/

서비스 개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는데 있어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기업가
의 교육수준, 자금조달 능력, 정부의 규제 및 정책,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환경 활용 능력 등이 있다.

두 번째 요인인 위험감수성은 불확실성과 모호함이 
존재하는 사업에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기
회를 잡으려 하는 성향을 말한다. 기업은 불확실한 상
황에 자주 노출되기는 하지만,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접
근 방식을 따름으로써 이러한 모호함과 불확실성 가운
데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듯 체계적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있는 기
업들의 성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요인인 선발자우위는 산업 환경의 변화나 새
로운 시장의 등장에 경쟁기업보다 먼저 행동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비용우위, 제
품차별화, 소비자 전환비용, 유통, 정부정책, 광고, 브랜
드 가치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네 번째 요인인 종업원에 대한 보상은 조직구성원들
에게 주어지는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을 말한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면 조직구성원 개인
은 성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결국 경영자와 종업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보다 유리
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기업
들은 인재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 요인인 재도전 용이성은 기업이 혁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데 있어 실패를 한다
고 할지라도 조직구성원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패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는가 역시 중요한 문제
이다. 실리콘밸리와 같은 경우에는 전자보다는 후실패
에 대해 관용적인 문화를 상징하고 있다. 많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이곳에서 탄생하였음을 볼 때 분명 문화
적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요소들이 어떻게 마켓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켓리더십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시장점유율을 선정하였다. 시장점유
율은 기업이 경쟁업체와 비교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부분 성공하는 기업들은 시장 
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
이다. 

그 결과, 리더의 혁신지향성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
되지 않았고, 나머지 네가지 요인과는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 결과를 문화산업에 반영해서 해석을 하면, 
리더의 직관(insight)이나 추진력이 중요한 산업과는 
달리 조직구성원들의 창의력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개인의 예술적 창작성이 매우 중요한 문화산업의 
특징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승자독식이 존재하는 문화산업에서 선발자우위
는 마켓리더십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또한, 고
위험 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위험을 감수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상시스
템이 잘 운영될 때 조직에 대한 충성도 및 몰입도가 증
가하여 결국에는 시장에서 리더의 위치를 지키는 데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VI. 기여점 및 한계점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존연구와 다
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앞서 언급한 문화산
업과 관련된 기존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였다[1][3-5][20][31]. 예외적으
로 문화산업에서의 기업가정신에 관해 언급한 연구가 
존재하였으나[9], 실제 기업에서 발현된 기업가정신과 
시장지배력에 관한 관계를 분석하기 보다는 기존문헌
에서 문화산업에서의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다르게 해
석하고 있는가를 비교분석한 문헌이었다. 

또한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사례연구. 트렌드 분석, 정
책에 대한 기술적인(descriptive) 분석이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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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하기가 어렵거나[1][3][4][20][31], 기업(firm)보
다는 기업가(entrepreneur)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검
증가능한 정도의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실증
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
울러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인 기여와 함께 기업과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은 마켓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가적(entrepreneurial) 특성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때 
리더의 방향제시나 동기부여보다는 조직구성원 스스로 
비전을 찾아가는 방식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이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문화산업의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정책
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사
업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등장하는 다양
한 기술들은 이러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문화
체육관광부는2019년 3월 학·연·산 관계자들의 심도 깊
은 논의를 위해『문화산업 기술혁신 정책포럼』을 출범
시켰고, 중소벤처기업부는 VR/AR을 포함한 다양한 콘
텐츠 관련 기술 지원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수 가운데  리더의 혁신성, 
조직의 위험감수성, 선발자의 종업원에 대한 보상은 문
화산업의 기업들이 스스로 형성해야 하는 기업가적 특
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도전 용이성과 같은 경
우는 기업 내부의 조건 이외에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
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물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
업진흥공단을 통해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사
업전환자금, 무역조정자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
진흥원은“재도전창업패키지”를 통해 계획했던 시제품
을 제작하면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
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제도의 혜택이 매우 소
수의 기업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어 기업들에게 실질적
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
도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도 실패를 용인하는 분
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
계점을 가진다. 첫째, 문화산업의 범위를 표준산업분류
에 따라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문
화산업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표준산업분
류인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가 다루
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2018년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 시기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
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확보
해서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문화산업에서 기업가정
신의 발현과 시장에서의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업의 전
략적 결정 혹은 정책 수립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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