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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디지털 전환은 기존 산업의 진입장벽 파괴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대, 자산의 디지털화에 따른 초기창업비용의 축소 등 

창업 및 기업가적 활동 측면에서 중대한 환경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존의 기업가정신 이론으로 기업가들

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인식하고 기업가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기업가정신의 특성 및 

효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기업가정신을 조망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로서 ‘디지털 기업가정신’이라는 개념 및 관련 연구분야가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고용효과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 기업가정신 관련 조사인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데이터를 활용한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가적 활동에 있어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의지, 창업 의지, 6인 이상의 고용창출 의지 등이 

상호 간 긍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창업 또는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의지가 일자리 

창출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의미다. 해외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기업가정신 연구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 

프로세스에 대한 디지털화의 영향이나 디지털 기술의 혁신 및 새로운 벤처의 탄생에 의해 창출된 기업가적 기회에 대한 논의가 주

를 이루고 있는 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의해 창출되는 성과에 대해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국내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디지털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동 분야에 대한 국내 학계의 관심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도 학술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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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에 비대면·비접촉 생활양식이 

정착됨에 따라 산업환경의 변화, 디지털 기술 주도의 신산

업 출현 등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디지털 경제의 주

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서 ‘디

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77번)을 제시함과 더불어 관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 경

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주도권 선점을 위한 핵심요소로

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창업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창업, 기업의 혁신, 투자확대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도화선(trigger) 역할을 하기 때

문이다(Schumpeter, 1934).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창업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가능성을 제공하며, 그 중

에서도 기술에 기반한 창업(즉, 기술창업)은 일반 창업에 

비해 생존율이 높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많

은 주목을 받고 있다(Rannikko et al., 2019). 한편, 오늘날 

학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기존의 기업가정

신 메커니즘(mechanism)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다(Nambisan, 2017; von Briel et al., 2018; 

Steininger, 2019; Recker & von Briel, 2019; Zahe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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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llmann et al., 2022).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기업가가 창업 및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에 파격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된다. 예컨대, 

창업활동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은 자산의 디지털화에 따

른 초기창업비용의 축소, 기존 산업의 진입장벽 파괴에 따

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적 제품/서비스 개발·상용화 가능성 증가 등 중대한 

환경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초래한 변화들로 인해 산업 및 비즈니스 현장에서 기존의 

기업가정신 이론으로 기업가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인식하고 기업가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충분

히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 기업가정

신의 특성 및 효과에 대한 새로운 접근(approach)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전술한 배경에서, 최근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기업가정

신을 조망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로서 ‘디지털 기업가정신

(digital entrepreneurship)’이라는 개념 및 관련 연구분야가 

부상하고 있다(Kollmann et al., 2022). 여기서 디지털 기업

가정신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 또는 기존 비즈니

스 모델의 혁신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기회를 추구하는 정

신’으로 정의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5; 

Nambisan, 2017).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관련하여, 해외 선

진국에서는 학계부터 정부까지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관심 

및 논의가 점차 고조되어져 온 가운데(European 

Commission, 2016; OECD, 2019),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학

술연구나 정책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실제로 최근 디지털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동향을 분

석한 변충규 외(2022)에서는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만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내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다. 더욱이 해외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디지

털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는 크게 i) 디지털화

(digitalization)가 기업가정신 및 창업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과 ii) 디지털 기술의 혁신 및 새로운 벤처의 탄생에 

의해 창출된 기업가적 기회 등 2가지의 주제로 구분되며

(Sahut et al., 2021),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의해 창출되는 

성과(outcome)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기업가정신 관련 조사인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

M)」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고용효과

(즉, 일자리 창출)를 파악하고자 한다. 최근(2021/2022) 조

사에서는 ‘기업가적 활동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GEM, 2022). 동 문항 및 타 유관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 

간 관련성을 토대로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고용효과를 정

량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성과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기업가정신 분야의 연구 격

차(gap)를 해소하고, 디지털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에 대한 

국내 학계의 관심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Ⅱ. 이론적 배경

2.1. 기업가정신

슘페터에 따르면, 기업가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

운 시장을 발견하고 이들로부터 이윤을 얻기 위해 능동적

으로 ‘새로운 결합(new combinations)’ 혹은 혁신을 관철하

는 사람이며, 여기서 새로운 결합의 한 전형적 사례가 새

로운 기업의 창출(즉, 창업)이다(Schumpeter, 1934; 정선양, 

2020). 그리고 기업가가 이러한 행동과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재능 또는 역량이 기업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물

론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나, 대체로 기업가의 개인적 특징, 행동, 과정이

나 결과 중 하나의 관점에 맞추어 정의된다(Kaufmann & 

Dant, 1999).

기업가정신의 특징 파악을 위해 기업가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요소(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연구

자들은 대체로 기업가정신의 하위 개념을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이라 제시하고 있다(Kim et al., 2018; 

Miller, 1983). 첫째, 혁신성(Innovativeness)은 새로운 제품, 

서비스, 기술적 프로세스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 참신, 실

험 및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가진 기업의 경향이다

(Lumpkin & Dess, 1996). 이는 Schumpeter(1934)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와도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참신성, 실험, 창조적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위험감수성(Risk-taking)은 기업가가 많은 자원을 투

여하거나 위험한 경우에도 자원투입을 진행하는 성향이다

(Lumpkin & Dess, 1996; Miller & Friesen, 1978). 여기서 위

험이란 다양한 부분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잘 알지 못하

는 부분에 대한 탐험, 자산의 상당부분에 대한 위험, 무리

한 대출, 새로운 기술의 출현, 새로운 시장에서의 신제품 

출시 등이 해당된다(Lumpkin & Dess, 1996). 셋째, 진취성

(Pro-activeness)은 미래의 문제, 니즈, 변화에 예측성을 가

지고 움직이는 성향이다(Kreiser & Davis, 2010). 즉, 경쟁

자보다 먼저 새로운 제품 및 프로세스를 소개하여 시장 

내 선점자 이점(First mover advantage) 을 추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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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진보적인 성향으로, 진취성이 높다면 새로운 시

장을 열거나 기존의 시장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Lumpkin & Dess, 1996).

그동안 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기업가정신이 다양한 측

면에서 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해

왔다. 구체적으로, 기업가정신이 국가경제의 발전, 창업, 

일자리 창출, 혁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Carree & Thurik, 2010; Covin 

& Slevin, 1991; Kim et al., 2018; Mittelstädt & Cerri, 2008; 

Zahra & Covin, 1995; 이윤숙 외, 2018). 이에 기업가정신은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역, 그리고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요소로 강조되어 왔다.

2.2.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부상

한편, 오늘날 전 산업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 

및 확산이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기존의 기업가정신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렵다

는 문제인식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따른 기업가적 활동 메커니즘 및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디지털 기업가정신’ 개념이 도입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기업가정신이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 또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기회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정의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5; Nambisan, 2017). 디지털 

기업가정신 개념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매우 다양한 참여

자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의 전통적인 개념을 

확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Nambisan, 2017). 이러한 디지털 

기업가정신 개념의 도입 배경으로, 연구자들은 디지털 기

술이 크게 성과(outcome), 조력자(enabler), 환경(context) 등 

3가지 차원에서 기업가적 활동 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

킨다고 주장한다(Nambisan, 2017; Von Briel et al., 2018; 

Recker & von Briel, 2019).

첫째, 디지털 기술이 성과(outcome) 측면에서 기업가들이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상용화를 통

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가는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하여 제품-서비스 간 융합에 기반한 

하드웨어 제품(예: 스마트 홈 장치, 활동 추적기 등)을 개

발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디지

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도구 및 인프라의 상업화

를 통해서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디지털 플

랫폼을 활용해 서비스화된 제품을 경쟁자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상용화·배포함으로써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도 있다.

둘째, 디지털 기술은 ‘조력자(enabler)’로서 기업가에게 비

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는 것이다. 예컨대, 디지털 기술은 자산의 디지털화와 네

트워크를 통한 상호 연결성의 향상으로 가치사슬의 통합

과 분화를 가속시켜 기존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를 창출할 수 있다(Sussan & Acs, 2017).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잠재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개인들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예: 크라우드 펀

딩)(Von Briel et al, 2018).

셋째, 디지털 기술은 환경(context) 측면에서 기업가적 활

동이 수행되는 생태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통해 적은 비용과 소수의 인력으로 

지리적 공간없이도 창업 및 스케일업이 가능한 환경이 조

성된다(OECD, 2017; Chalmers et al., 2021). 디지털화된 자

원은 계속적으로 수정 또는 개선, 그리고 복제가 가능하여 

초기 비즈니스 구축을 위한 시험 및 실험과정에 수반되는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또한 디지털 도구와 인프라는 

프로세스와 조직구성 측면에서 기업의 혁신방식을 변화시

켜 비용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종합하면, 디지털 기

술에 의해 기업가의 초기 창업비용 및 물리적·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지는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된다

는 것이다(Kraus et al., 2018).

2.3. 디지털 기술 활용과 고용

Katz & Koutroumpis(2012)는 디지털화가 사회경제에 미치

는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디지털화 점수가 10포인트 

상승하면 실업률이 1.02% 하락한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

하였다. 이는 광대역통신의 광범위한 채택이 실업률 감소

에 미치는 영향(실업률 0.22% 하락)보다 4.6배 더 큰 효과

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

운 시장의 탄생과 그 시장이 필요로 하는 수요 충족을 위

해 발생되는 고용효과로 가늠해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업무 현장의 자동화 및 첨단화 구현을 통

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여 일자리를 잃게도 하고, 또는 

보완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도 한다(신동수 외, 2021). 여

기에 더해, 디지털 기술 활용은 기존 제품과 서비스 생산

비용을 감소시켜 자체적으로도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기능 및 성능 향상을 통해 잠재해 있던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 및 기업가는 새로운 수요에 신규 인

력을 고용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Chu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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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창업활동을 하는 벤처·스

타트업 기업은 새로운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 신시장 

개척과 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에, 신규인력을 

통한 기술역량 및 지식확충에 대한 의지가 전통적 방식의 

사업을 추구하는 기업보다 강할 수 있다(이윤숙 외, 2018).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기업가에 의한 디지털 기술 활용

이 고용창출에 긍정적일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기존의 기업가정신 연구에서도 기업가정신이 고용창

출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들이 제시되어 온 바, 본 연구에서

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급격히 재편된 산업 

생태계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과 더불어 창업 등의 기업가

적 활동에 대한 인식(또는 의지)이 기업가들의 고용의지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해본다.

Ⅲ. 연구설계 및 결과

3.1. 연구방법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GEM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용창출 의지와 

디지털 기술 활용 및 기업가정신 관련 사항 간 상관관계

를 분석한다. 상관관계 분석에는 두 변수 간 선형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 통계기법인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한다.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피어슨 상관계수(coefficient) 을 구하게 되며, 이는 두 변

수 간 관계의 방향과 정도를 -1부터 1까지의 값으로 나타

내준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

적인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조사인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의 

2021/2022년 조사결과 데이터를 활용한다. GEM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60개 국가의 컨소시엄인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협회(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GERA)’가 주관하여 전 세계 국가별 기업가정

신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GEM, 2022). GEM에서는 창업태도, 창

업활동, 창업열망, 창업 및 기업가정신 관련 제반여건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최근 실시된 

2021/2022년 조사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에 관한 내용으

로서 ‘기업가적 활동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의

지를 파악하는 조사문항이 추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 

조사문항이 추가된 2021/2022년 GEM 조사결과 데이터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국가단위이며, 관측치

(observation) 수는 47개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활용하는 변수 및 각 변수별 기초통

계량은 <표 1>과 같다. 여기서 첫째, 창업기회 인식은 응

답자 중 자신의 주변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한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된다. 둘째, 

창업 용이성은 응답자 중 자국에서 창업이 용이하다는 데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된다. 

셋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응답자 중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

되며, 수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지표이다. 넷째, 창업 어

려움 정도의 변화 인식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난해 대

비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

는 데 동의하는 창업가의 비중으로 측정된다. 다섯째, 창

업 의지는 일반성인 응답자 중에서 향후 3년 이내에 창업

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된다. 

여섯째, 새로운 기회 발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새

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겼다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

한 창업가의 비중으로 측정된다. 일곱째, 디지털 기술 활

용 의지는 앞으로 제품·서비스 판매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Use more digital 

technology to sell product or services)이라는 데 긍정적으로 

응답한 창업가의 비중으로 측정된다. 여덟째, 고용창출 의

지는 앞으로 6인 이상의 인력을 더 채용하고자 한다는 창

업가의 비중으로 측정된다.

변수명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창업기회 인식 47 54.8 17.8 11.7 95.4

창업 용이성 인식 47 51.4 20.4 13.7 93.5

실패에 대한 두려움 47 42.8 9.8 12.1 56.0

창업 어려움 정도의 변화 인식 47 46.0 17.6 9.8 89.3

창업 의지 47 23.4 16.6 2.9 55.3

새로운 기회 발견 47 42.6 13.5 8.2 77.6

디지털 기술 활용 의지 47 52.7 16.9 9.0 83.6

고용창출 의지 47 3.6 2.9 0.4 12.0

<표 1> 활용변수의 기초통계량

3.2. 연구결과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구체적

으로, 주요 변수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변수명 (1) (2) (3) (4) (5) (6) (7) (8)

(1)창업기회 인식 1

(2)창업 용이성 인식 .82*** 1

(3)실패에 대한 두려움 .12 .13 1

<표 2>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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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창업 의지는 고용창출 의지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간 피어슨 상관계수 값은 

0.62이며,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관측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

서 창업 의지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당위

성을 제공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둘째, 창업 의지는 디지털 기술 활용 의지와 긍정적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간 피어슨 상

관계수 값은 0.64이며,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오늘날의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기술 활용이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기회 발견은 디지털 기술 활용 의지와 긍정

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간 피

어슨 상관계수 값은 0.42이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에 따라 

도래한 뉴노멀 시대에 창업가들이 발견한 새로운 비즈니

스 기회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업활동의 시도로 연결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디지털 기술 활용 의지와 고용창출 의지 간 상관관

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간 피어슨 상

관계수 값은 0.62이며,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업 등의 

기업가적 활동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

해볼 수 있는 결과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고용

효과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제 

기업가정신 관련 조사인 GEM 데이터를 활용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업가적 활동에 

있어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의지, 창업 의지, 6인 이상의 

고용창출 의지 등이 상호 간 긍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창업 

또는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의지가 일자리 창출과 긍정적

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촉

진이 국가적 차원에서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

다는 점을 암시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의 고용창출 의지는 각 기업가가 6인 이상의 인력을 더 

채용하겠다는 의지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업가

정신 촉진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 예상

해볼 수 있다.

‘디지털 기업가정신’ 개념 및 관련 연구분야의 부상이 가

지는 학술적 함의는 무엇보다 기존의 메커니즘이 작동하

지 않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발생하는 경제현상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 사료된다. 여기서 해외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기업가정신 

연구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 프로세스에 대한 디지털화의 

영향이나 디지털 기술의 혁신 및 새로운 벤처의 탄생에 

의해 창출된 기업가적 기회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 데 반하여(Sahut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의해 창출되는 성과에 대해 살펴본다는 점

에서 차별성과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디지털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를 수

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동 분야에 대한 국내 학

계의 관심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도 학술적 

의의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이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기업가적 활동과 비즈니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기존의 경영전략이나 정책을 

재검토하고 환경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

운 경영전략 및 정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

를 갖는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적은 관측치의 데

이터를 활용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보

았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큰 규모의 데이터와 높은 수준의 통계기

법(예: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가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나, 산업이나 지역, 기업단위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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