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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유럽연합이 청소년대상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하게 된 배경과 주요 국가별

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함양과 실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의 내용에는 첫째, 유럽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배경이 된 오슬로 아젠다 내용 분석과, 둘째 ,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실제 파악, 마지막으로 한국에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다. 향후 한국에서 청소년대상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활성화를 위

하여 제시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개인의 진로나 경제역량

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혹은 더 넓게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둘

째,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시스템이 마

련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의 대상과 지역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이를 위해 정부 간 협력체

계구축과 전담사무국이나 기구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유

럽과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기업가정

신 함양교육과 정책은 민과 관의 주도와 협력 하에 수립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학교교육이나, 혹은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주제어 : 청소년,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유럽연합, 진로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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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유럽연합은 예측할 수 없이 변화하는 미래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완전히 탈피하고자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교육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학교의 공교육이 더 이상 변화하는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 학교밖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non-formal

education)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강조하여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많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오고 있

다(European Commission, 2009). 특히 학교 밖 교육과 연계한 진로역량 프로그램이나 기업

가정신 함양교육은 기존의 학교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2000

년대 이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도 청소년기 지식 전달 위주의 학교교육이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

로 간주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이 학교교육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 것은 세계화의 확산과

신자유주의로 인한 여러 가지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20세기 까지만 해도 학교교육을

통해 함양한 지식과 기술로 평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21세기 이후 예측 불가

한 세상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량, 즉,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협동심, 연대정신, 도전정신 같

은 것은 학교에서 배우고 습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교육이 대비시켜 줄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은 세계화에 대한 준비이다. 왜냐하면 세계

화의 확산은 지금의 기성세대가 최근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성

인이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청소년에게 가르치고 준비시킬 수 없다. 세계화로 인한 교류의

확산은 다양한 경험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도 하지만, 정체성과 소속감의 혼돈이라

는 새로운 과제를 요구하는데 이 또한 새로운 현상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개인으로서 한 국

가의 구성원인 동시에 유럽연합의 구성원이라는 다중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

는 지식위주의 교육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역량을 제공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의 팽배 또한 기성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경제구조를 양산해내고 있고 경제 환

경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학교교육만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경쟁력 있는 취업역량이나 진로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았다.

즉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경제활동 능력의 개발이 필요한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기업가 정

신이라는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은 시장기능의 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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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을 위한 유럽연합적인 대응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이란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업역량을

겸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European Union, 2013). 또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은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정신이나 역량, 행동, 또는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공교육(formal

education)과 청소년활동(non-formal education)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다양성과 창

의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창업교육이라는 말로 혼용되어 쓰

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오히려 진로교육이나 직업

역량 강화교육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이 청소년대상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하게 된 배경과 주요 국

가별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함양과 실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분석

과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유럽연합이 경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와 세계화의 병폐를 한국도 머지않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는 변화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 중의 하나가 기업가 정신이 될 수 있다는 가설에서 이 연구가 시

작되었다.

이상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연구의 문제는

첫째, 유럽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실제는 무엇인가?

연구 방법으로는 현상의 이해를 위한 질적연구방법으로 유럽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기초가 된 오슬로 아젠다 분석과, 각국의 교육정책 문서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교재 및 공

식보고서에 대한 문헌분석 기법이 사용되었다.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연구자 주관에 치

우친 문헌선택을 배제하기 위해, 유럽연합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국가별 링크

를 통해 공식문서로 제시된 문헌과 보고서들이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Ⅱ. 유럽연합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배경과 실제

1. 유럽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배경

: 오슬로 아젠다 (The Oslo Agenda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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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로 아젠다(Oslo Agenda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는 2006년 유럽위원회와 노

르웨이 정부가 주관한 ‘ 유럽의 기업가정신교육 ; 교육과 학습을 통한 기업가정신 진흥’ 이

라는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유럽연합 정책문서이다.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오슬로 아

젠다의 목적은 기존의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21세기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역량으로서의 기업가정신을 널리 소개하고 진흥시키기 위함에 있었다. 이를 위해 국가

와 지역을 대표하는 정부기관, 교사, 관련 학자와 교사들이 참여하여 유럽연합과 그 주변

국가들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과 창업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그러

므로 오슬로 아젠다는 리스본조약의 사회통합 정신을 계승하여 유럽 지역 내 균등한 발전

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문서이

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오슬로 아젠다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지원정책을 제안하였다. 각각의

영역별로 실천과제와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각각 유럽연합수준, 회원국 수준, 회원국 내 교

육부 수준, 지방정부 수준, 학교 수준, 중개사무소 수준, 기업수준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과 실천을 위해 영역별 과제와 세부 내용들을 제시하였다(EC, 2006). 이 논문에서는 유럽연

합이나, 국가별 수준 등의 논의 내용보다는 한국에서의 시사점 도출을 위해, 상위 2개의 영

역(유럽연합과 국가영역)을 제외한 하위 영역별로 과제와 역할이 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했

다. 아래의 <표 1>은 하위영역에서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

다.

<표 1>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오슬로 아젠다 영역과 내용3)

영역 내용

정책개발

①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정치적 지원 : 리스본 조약의 실행 차원에서도 기업가정신 함

양교육은 정치적 지원이 필요

②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리스본 조약4) 시행을 위한 모니터링 요소에 포함

③ 국가수준의 기업가정신 교육 정책 개발 및 실시

④ 유럽연합 수준과 국가적인 수준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관할할 수 있는 기구 설치

⑤ 유럽연합 회원국 내 전역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실시

⑥ 볼로냐 프로세스5) 차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실시

⑦ 유럽 펀딩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증대

⑧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평가제도 구축

3)European Commission(2006:86-92).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rope: Fostering 

Entrepreneurial Mindsets through Education and Learning. Final Proceedings. European 

Commission.에서 연구자가 편집하여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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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교육

시스템

구축

① 교육과정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과 활동 개발

②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실시

③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교육과정 개혁에 포함(리스본조약의 고등교육 체제 통합의 맥락)

④ 실천, 실습 중심의 교육방법 개발 지원

⑤ 민간 기금 활용과 시범 사업 실시

⑥ 기업가교육 함양 교육을 위한 재정 확충과 증대

⑦ 대학에 관련 연구소 설립 지원

⑧ 유럽연합 내의 회원국 간의 연계와 교류를 위한 통로 구축

⑨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연구 지원

교사 지원

①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②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③ 담당 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학교에 인센티브 부과

④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교사양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

⑤ 교사들 간의 교류 지원 확대

학교의

기업 활동

①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행동요소들을 포함한 활동(호기심, 창의 성, 자율성, 주도권, 연대의식

② 초등학교 교육부터 사회 내 기업과 기업가들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 개발

③ 청소년과 청년의 성공 기업가 사례 소개

④ 기업가정심 함양 교육을 위한 혁신적인 교수법 개발

⑤ 기업 활동 프로그램 평가로 기업가 역량 측정활동

⑥ 기업 활동 중 실제 기업과 기업가와 만날 수 있는 활동 구성

⑦ 기업 활동 관련 동아리나 모임 지원

⑧ 학교 졸업생이나 동문 중에 기업가를 찾아 연계

⑨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소외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집중적인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제공

⑩ 고등교육과정에서 학위나 교과목과 연계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제공

⑪ 고등교육과정, 특히 대학에서 실제 기업을 만들고 경영하는 프로젝트 시도

⑫ 대학생의 성공사레 소개 및 보급

⑬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학문적 연구와 학위프로그램 제공(석, 박사과정)

⑭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⑮ 관련 활동 평가제도 도입

현장과의

연계구축

①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학습공동체 구축 지원

② 기업가들이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 구축

③ 기존의 기업들의 학교 교육과정 내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참여 및 모니터링

④ 고용인들이 효과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개발과 참여지원

⑤ 기업가들에게 교수법 개발 기회 제공

⑥ 기업가정신이 특화된 특성화 학교, 대학 양성

⑦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실제 기업 활동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⑧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과 지원 센터 설립

의사소통

활동

① 유럽연합과 국가수준에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②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포상

③ 국가별 혹은 유럽연합의 수준에서 잘된 프로그램 포상 및 우수프로그램 선정 후 지원

4) 리스본 조약은 유럽의 정치공동체로서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럽의 정치통합을 위하여 고등교육 

체제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도 유럽 전체 차원에

서, 즉, 교육 통합의 차원에서 모든 회원국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5) 블로냐 프로세스는 블로나 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와 개혁안을 의미하며 블로냐 협약의 목표는 유

럽 국가내의 학술교류 증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고용증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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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에서 제시된 오슬로 아젠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 영역은 각국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과 내용으로 개편되거나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때로 교육과정 평

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개인

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창업교육이 아니라, 개인 사업에 필요한 창의성과 진취성, 리더십

과 연대의식 등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는 것이다(EC, 2006). 물론 개인이 직접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지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삶과

미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준비하고자 하는데 더 큰 초점이 있다. 그러므로 오슬로 아젠

다에서 제시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단순히 창업교육이나 창업안내와는 구별되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대상의 기업가정신 함양교

육은 단순한 창업이나 start-up의 의미보다도 자기의 진로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

게 하는 심리, 정서 교육, 경제 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준비 교육, 진로교육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오슬로 아젠다는 학교와 지역사회, 기업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

식위주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가 학교밖 다양한 단체와 기관과

협력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유럽연합이 청소년정책에서 지속적으로 학교밖 청소년활동

(비형식, 무형식 교육, nonformal education, informal education)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

락이라고 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0).

오슬로 아젠다는 기본적으로 진로교육과정의 개혁과 진로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을 분만 아니라 산학간의 교류와 협력의 증대를 요구함으로써, 학교교육이 급속하게 변

화하는 경제와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직업소개나 직업선택지도로만 국한되던 기존의 진로지도 교육과도 큰 차이가 난다. 오슬로

아젠다를 통해 유럽연합은 청소년과 청년이 유럽의 어디에서라도 필요한 직업역량과 기업

가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자국뿐만 아니라 유럽전역이 개인의 활동무대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리스본 조약을 실행에 옮기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데, 유럽연합이 이전보

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도 제 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 모두에서 진로역

량 강화와 진로체험을 국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

소년의 다양한 진로역량을 개발하기 보다는 상급학교 선택을 위한 도구나, 아니면 직업을

체험하는 수준에서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한계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창업교육

은 청소년에게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혹은 학교 부적응이나 탈학교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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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있어, 창업교육은 특성화고교나 대학의 취업을 준비하는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오슬로 아젠다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반

드시 창업을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이 적극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임을 주지해야 한다. 한국의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역

량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리더십 개발이상으로

반드시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오슬로 아젠다는 유럽전체의 경제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럽

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유럽연합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단

순히 하나의 교육과정으로만 소개되지 않도록 유럽전역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실제 교육을

통한 기업과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평가하고 있어 기업가

정신 함양교육은 일반적인 진로 프로그램이나 교육과는 구별된다(EC, 2006).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게 되면 청소년은 유럽의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유럽경제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비

슷한 수준과 역량을 갖춘 경제인이 될 수 있고 유럽의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단지 경제논리와 직업

교육을 넘어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 오슬로 아젠다가 등장하게 된 사회

적 배경에는 경제적 위기를 타파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유럽의 경제, 정치, 사회 통합과 세

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역량과 진로 리더십을 함양하여 자신의 역할과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면 바로 그것이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는 길일 것이다.

2. 국가별 정책수립과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1) 유럽의 기업가함양 교육 정책 도입 시기

아래의 <그림 1>은 2000년대 이후 유럽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정책이 소개되

기 시작한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하는 경제정책과도 그 시기

를 같이 한다. 특히 2009년 이후 많은 국가들이 거의 동시에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필요성

을 담은 국가 정책을 도입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문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현은 진로

교육(career education)이 아닌 기업가정신 함양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이라는 것

이다. 즉,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경제위기를 탈출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

로 활용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규직 일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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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체코
벨기에,

라티비아

불가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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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웨일즈,

북아일랜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

핀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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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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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그림 1 > 국가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정책 도입 시기6)

<표 2 > 국가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정책 특징

국가 또는

지역
정책명

수립

시기
주관부서 내용 및 목적

덴마크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과 훈련 정책

2009 과학부, 기술혁신부,

문화부, 교육부,

경제부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기관에의
투자

⦁관련 법, 정책 개발 계획

⦁예산 분배 계획

에스토니아

기업가정신함양교육

촉진을 위한 상호

협정

2007 교육연구부, 경제소

통부, 상공회의소,

국가시험 및 자격증

센터, 기업가협회

⦁상호협정 체결 후 상공회의소와
기업교육위원회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보고서

발간

감소, 노동 유연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나타나는 일자리 감소현상은, 더 이상 기업의 고용

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한 리더십을 함양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2) 국가별 정책 유형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은 국가별 특성에 맞게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정책의

일부로 실시되고 있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진다.

첫째, 별도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정책을 가진 국가들이 있다. 모두 6개국(덴마크, 에스

토니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이며, 2개 국가는 일부 지역(벨기에의 플라

망, 영국의 웨일즈)에서만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EC, 2012). 국가별 정책 특징은 아래

의 <표 2>와 같다.

6) European Commission(2012:7).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National 

Strategies, Curricula and Learning Outcomes. EACEA; Edurydice, European Union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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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역
정책명

수립

시기
주관부서 내용 및 목적

리투아니아

⦁경제문해와
기업가정신함양

교육 정책

⦁2008-2012 국가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2004

2008

⦁ 2013-2012 국가교육정책에서 제시

된 기업가정신 교육과 예산 지원

강화

네덜란드

⦁교육과 기업가
정신 실행프로그램

⦁교육 네트워크
기업가 정책

2007

2009

경제부, 교육부,

문화과학부, 농업부,

자연식품부

⦁교육기관들에게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을 교육정책과 교과

과정에 반영하여 통합 교육 지원

⦁학교를 졸업한 이후 많은 청소년이

5년 이내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

스웨덴

⦁Budget Bill 2009 2009 ⦁기업가 정신 함양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학교 내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

노르웨이

⦁‘See the

Opportunities and

Make them Work'

⦁기업가정신
교육과 훈련-의무

교육에서 대학까지

2004

2009

⦁기업가교육과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프로그램 다양화

⦁모든 학교(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벨기에,

플라망

2011-2014 기업가정

신 함양 교육 실행

정책

2011 국무총리, 경제농업

부, 교육부, 고용부

가 공동 주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사업을 준비
하도록 지원

⦁교사대상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통해 교사 지원

⦁창업이나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

영국,

웨일즈

청소년기업가전략

( Y E S : Y o u t h

Entrepreneurship

Strategy)

2004 웨일즈 지역의 기업가 정신 함양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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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이 포함된 상위정책과 내용

국가명 상위정책명 내용

체코 평생교육정책(2007)

⦁평생교육의 목적은 여러 문해능력의 개발과 재정적 문해능
력(경제능력) 같은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업가 정신

함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으나 그 내용이 기업가정

신 함양교육의 내용과 비슷

벨기에 Community Policy(2009-2014) ⦁모든 학교는 기업가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을 반드시 포함

불가리아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Youth

Policy(2009-2013)

⦁기업가정신은 통합교과목의 형태로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서 가르쳐져야함

⦁National Programme for

Youth (2011-2015)

⦁청소년의 개인적 발달과 경제적 웰빙을 보장하기 위하여

첫 번째 우선순위로 기업가 정신과 관련 기술 습득이라고

규정

⦁National Lifelong Learning

Strategy (2008-2013)

⦁방과후 활동과 학교 정규과정 모두를 통해 기업가정신 함

양 교육 실시

그리스
⦁strategy for the New

School (2010)

⦁유럽연합의 공동의 교육정책목적 계승(구체적으로는 혁신,

창조성, 기업가정신 포함)

핀란드

Five-year development

plan for education and

research(2011-2016)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세부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학교와 현장간의 협력 요구

리히텐슈타인
National Strategy on

Education 2020(2011)

⦁유럽위원회 교육과 훈련 2020 핵심전략의 7번째 핵심 역량

인 혁신과 창의성 함양 목적의 일환으로의 기업가정신 교육

둘째로, 위의 표에서 설명된 국가들을 제외하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독으로 마련

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아닌 국가 교육정책이나 평생교육정책, 청소년정책 등에서 청소

년이 함양해야할 핵심 역량개발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또 경제발전계획의 일부로 기업가

정신 함양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EC, 2012). 2006년 유럽의회는 평생학습을 위한

8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는데 기업가정신이 7번째의 핵심역량이다. 이를 계승하여 국가

의 평생학습 정책의 목적 안에 기업가정신 함양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들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이다(EC, 2012). 아래의 <표 3>은 국가별로 기업가정신 함

양을 위한 교육정책이 포함된 상위 정책과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세 번째, 경제개발정책 하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가정신 함

양교육은 경제개발이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정책이 아닌 경제발전 전략 등에서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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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제개발정책과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국가명 정책명 내용

스페인
2011 Plan for

Entrepreneurial Support

⦁경제에너지관광부는 2011년 기업가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강조, 관련한 사업과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는 학교교육, 방과후 교육, 청소년활동을 통해 기업가

정신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 그러나 목적이 국가의 경제발

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국가들과 차이

슬로베니아
Slovenia’s Development

Strategy(SDS),(2005)

⦁2005년에 제시된 정책으로 2013년까지의 슬로베니아

개발계획을 포함

⦁두 번째로 중요한 개발로 경제개발을 제시. 양질의

직업 개발과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기업가정신 포함

슬로바키아

National Reform

Programme of the Slovak

Republic 299502010

⦁슬로바키아 개혁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으로 기업가양성
교육과 기술 개발, 중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유 강화를 포함

아이슬란드 Iceland 2020 strategy
⦁교육개혁을 통한 사회경제발전 도모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여러 방법의 하나로 기업가정신 함양과 관련 교육 제시

정신 함양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와 내용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3. 국가교육과정안의 통합교육과정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학교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실시될 수 있다. 첫째,

독립교과목을 통한 교육방법이고, 둘째,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 실시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

로는 기존 교과목 안에서 세부교육내용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국가와 학교가 처한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며

중요한 것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이러한 교육과정의 제공여부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국가

들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로 나누어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주로 통합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

는 것이 대부분이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교

육과정이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어, 학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통합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들의 경우는

주로 필수교육과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로 사회과 교과, 역사, 지리, 정치, 또는 시민교

육과과 등을 통해 통합교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많은 국가는 아니지만 사회과교과목의

하나의 주제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다(E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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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살펴보면 불가리와 라비타의 경우 ‘home economics and technology’에 포함되

기도 하고 체코는 윤리교과안에, 리투아니아는 자연과학 교과목에서, 폴란드는 사회과 교과

뿐만 아니라 수학교과에서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통합교과를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슬로바키아는 유일하게 독립교

과목으로 정해놓았다. 핀란드도 최근 독립교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EC, 2012).

중등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초등학교보다 훨씬 많은 국가에서 필수교육과정

으로 편성되어 있고(회원국 중 3분의 2에 해당), 이 역시 주로 통합교육과정의 형태를 지니

고 있다(EC, 2012).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의 경우는 필수교육과정이며 독립교과의 형태이다.

불가리아는 과학영역에서 선택과목이며, 덴마크와 스페인은 선택교과목이다. 초등학교와 구

별되는 특징은 직업교육이나 경제교육교과랑 통합교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며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필수교과인 국가는 절반에 해당된다(EC, 2012). 그러나 여전히 기업

가정신 함양교육은 주로 사회과 교과목에서 이루어진다. 라티비아와 스웨덴의 경우는 기업

가정신 함양교육의 일부가 예술과 음악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 몇 국가에서는 초등학

교와 마찬가지로 수학이나 과학, ICT시간을 통하여 다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교과목과의 연

계 안에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EC, 2012).

유럽연합 회원국 모든 국가의 상급중등학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다. 간혹 기업가정신 이라는 용어대신 비슷한 개념의 다른 용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한 개의 국가도 빠짐없이 기업가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이 제공된다(EC, 2012). 통합교육과

정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가장 흔한 형태이고(3분의 2에 해당), 특이한 것은 독일

의 경우 상급중등학교에 올라오면 선택 교과목이 된다는 것이다. 독일뿐만 아니라 예외 없

이 모든 국가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3분의 2가량의 국가들은 선택과목

으로 통합교과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

아, 스웨덴, 터키, 노르웨이 등). 스웨덴은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2011년 가을학기부터 경제

과목에서 분리하여 독립교과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가르치고 있다(EC, 2012).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주로 경제, 직업교육과 통합교과로 이루어지며 필수 교과목으로

선정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단 사회과 교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사회과 교과목

이 필수 교과목인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필수교과목이 된다. 일

반 중등학교와 비교해보면 상급중등학교에서는 그다지 유사과목으로 간주되지 않는 수학이

나 과학, ITC교과목과 통합교과로 가르치고 있는 국가가 줄어들었다(리투아니아, 폴란드, 슬

로베니아). 이러한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필수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불어교과 시간에, 라티비아는 윤리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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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초중등학교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유형

통합교과 독립교과

초등 중등 상급중등학교 초등 중등 상급중등학교

필

수

교

과

영국

체코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덴마크

라티비아

슬로바키아

영국(웨일즈,

북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스웨덴

선

택

교

과

벨기에(fr)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몰타

영국(잉글랜드)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라티비아

독일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터키

노르웨이

벨기에(nl)

덴마크

스페인

각각 선택과목의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EC, 2012). 아래의 <표 5>는 국가

별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유형을 통합교과와 독립교과, 필수 여부, 학교 급별로 연구자가 정

리한 것이다. 같은 국가가 통합교과와 독립교과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기된 것은 같은

국가라고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통합교과와 독립교과로 각각 다르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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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세부 목표8)

영

역
필요한 내용

태

도

① 자기인식과 자신감 : 기업가정신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태도. 자신의 능역을 찾고 창의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기인식과 자신감은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에 해당하기도 함.

② 주도권, 위험 감수, 비판적 사고,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 기업가정신에 기본적인 태도이면서 기업

가로서의 자신을 표현하는 특징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음.

지

식

① 직업세계와 직업의 기회 : 기업가정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래에 직업을 갖고자 하는 모든 사람

이 가져야할 기본 지식에 해당함. 그러나 기업가에게 필요한 지식이란 다양한 종류의 일과, 일의 특

성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런 지식을 가질 때 청소년은 자신의 미래와 직업을 준비할 수 있음.

② 경제문해 &재정문해 : 기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기본 경제와 재정에 관한 지식

기

술

① 의사소통, 프리젠테이션, 기획, 팀웤 :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기본 기술

②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탐구하고 실천함 : 사업이 정착되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기획하는데 필요한 기술

4.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세부 목표

유럽위원회는 유럽 각국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이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세부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교육목표는 2006년

Heinonen과 Poikkijoki7)의 연구 모델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태도와 지식,

기술의 영역으로 나눠 각각의 교육목표를 제시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의 <표 6>과 같다(EC,

2012).

위의 <표 6>에서 제시된 기업가정신 함양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한꺼번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는 국가는 없지만, 국가별로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위의 요소들이 제시되어 있

다. 그리하여 유럽연합은 위의 요소들이 아동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EC, 2012). 특히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대한 관심은

7) 이 모델은 유럽위원회가 아래의 세 가지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여 제시한 것임.

   Heinonen & Ooikkijoki(2006). An entrepreneurial-directed approach to entrepreneurship 
education: mission impossible?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25(1).

   European Commission(2007). Key competences for lifelong learning. European Commission.     
NESTA(2009).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innovative characteristics of y oung 
people.

8) European Commission(2012:19).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National 

Strategies, Curricula and Learning Outcomes. EACEA; Edurydice, European Union.에서 연구자가 

편집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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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통합교과를 통하여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교육이 효

과성 평가나 교육 내용에 대한 개발이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이상의 가이드라인의 활용은

교육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위의 교육목표를 가지고 국

가별로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태도와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중

등학교는 지식과 태도, 기술 모두를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EC, 2012).

5.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류프로그램 : 에라스무스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에라스무스’(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 이하 에라스무

스)는 유럽연합의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고안한 프로젝트로, 작은 규모 혹은 중간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의 기업에서 기업 활동을 체험하

도록 지원하는 것이다(EC, 2014). 이를 통해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게 하고

국경을 넘어 다양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서 이 프로젝트가 시

작되었고, 에라스무스 프로젝트는 소상공인 법(Small Business Act)의 적용을 받는다(EC,

2014). 유럽연합은 에라스무스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기업과 사업에 대

한 올바른 인식과 경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소년과 청년이 자신의 경제능력

을 개발하고 보다 적극적인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한국에서도 추후 창업이든, 진로

교육이든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에 대해 청소년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책

자나 인터넷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련정보의 제공이 요구된다.

청년 기업가를 위한 에라스무스의 일반적인 목적은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유럽연합 회

원국내 다른 나라에서 이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과의 교류를 통해 기업운영에 필

요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EC, 2014).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On-the-job-training(OTJ), 즉 현장실무교육의 활성화이다. 유

럽회원 국가 중 어느 곳에서라도 중·소규모의 기업과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기업운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실무교육을 권장하고 강화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EC, 2014). 두 번째 목적은 기업을

시작하고자하는 사람들 간의 경험과 정보의 교환으로 처음 기업을 시작할 때나 사업을 발

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장애물과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유럽연합 회원국내에서 시장진입에의 기회를 확대하고 잠재적 파트너를 발굴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마지막 목적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 네트

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에 두었다(E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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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예비 기업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단계

단계 내용

1 지원
- 온라인 등록을 통해 NE와 HE가 프로그램을 지원

- 중개사무소가 서류심사 후 합격자 통보

2 연계

- NE와 HE가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

- NE 나 HE는 중개사무소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각각 서로가 원하는 파트너 찾기

- 이후 중개사무소에 이를 신청

3

계약

체결

&

준비

- 중개사무소, NE, HE 모두가 청년 기업가를 위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동의서

작성, 실습 계획과 과제, 책임, 재정 상황, 법적인 영향력, 등에 대한 동의서 및 계획서 작성

- 유럽연합 사무국은 연계에 대한 최종 승인

- NE 와 HE는 중개사무소가 주관하는 사전 교육 참가

4 실행
- NE와 HE가 현장실무교육을 시작하고 종료하고 기간별로 활동을 보고

- 이 단계에서 중개사무소는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결과 평가의 책임

청년 기업가를 위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기업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현장실무경험의 형

태로 고용하려는 기존 기업가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다시 말해, 기업을 하려는 사람(new

entrepreneurs , 이하 NE) 과, 기존 기업가들(host entrepreneurs, 이하 HE)을 연계하고 지

원한다는 것이다(EC, 2014). 에라스무스 예비 기업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단계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EC, 2014).

에라스무스 같은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실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사회적 이념

에 동의하는 기업들이 확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청소년 진로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는 보수적인 직업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의적 진로 로드맵을 탐구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학교와

청소년시설 및 단체들도 체험위주의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이 아닌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같

은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이를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의 실시, 유럽연합과의 교류들

을 모색하여 지금의 경제위기와 저조한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시도

를 해야 한다. 국가적으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참여하는 기업에 혜택(인센티브나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는 의무적으로 예비 청년

기업가를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 입시와 취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진로

개발과 진로역량을 위한 전문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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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제고 방안

유럽연합에서 주도하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관한 정책과 교육내용을 고찰하고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개인의 진로나 경제역량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개발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경제위기를 타파하고 실업률

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제개발의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는 것은 청소년 진로교육이 국가적으로 다루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지도나 교육은 국가 발전과 개발, 존속과 관련된 것이라는 시각의 확

대가 필요하다. 그 결과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유럽에서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국가경제

개발정책의 주요 하위요소로도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기업가정신 함

양교육의 논의는 단지 개인의 진로와 경제역량의 관점에서 확대하여, 국가정책적인 논의 수

준으로까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럽연합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일국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즉, 기업

가가 원하면, 전 유럽 어디에서라도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

해주고 있다. 또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실무교육을 인턴십처럼 활용하고 있어, 안

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청소년이나 청년에게만 그 수혜가 돌

아가지 않고, 기업가들에게도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즉, 기업이 현장실습생을 활용하여 자기업에게 이익

이 될 수 있다면, 실습생활용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고, 실습생의 입장

에서도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있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럽연합은 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전문 인력까지(중개사무소) 배치하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즉,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는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업의 대상과 지역을 전 세계로 확장해

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해 국가 간 교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럽 어느 지역에서도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시민에게 필요

한 역량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실시할 때는, 기업방문이나

현장실습의 단순한 차원에서 벗어나, 그 무대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다양한 교

육과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 간 협력체계구축과 전담사무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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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유럽과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대안

이 될 수 있다. 기업가정신에 필요한 본인의 창의성, 진취성,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

결능력, 협동심등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이고, 이러한 핵심역량이 사회진출의 성공

적인 필수 요소가 된다면, 더 이상 지나친 입시와 학벌위주의 가치관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의 사회복지지원 시스템에서 배제되기 쉬운 취약계층, 위기청소년들

에게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집중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보면, 이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연대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므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가지는 다양한 사회적 함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

도 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업가정신함양교육이 여러 지역과 연대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국

가별로 기업가정신함양에 관한 교육정책,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가 주도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민간의 전문기관이 주도하여 수립할 수도 있다. 기업가정신

함양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수립과 동시에 기존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는 물론, 민간 기업이나 산업현장이 서로 긴밀하게 협동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민간 영역은 한

국에도 필요한 기업가정신 함양에 관한 긍정적 이미지 창출과 홍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

에 기업가정신함양 교육과 정책은 민과 관의 주도와 협력 하에 수립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학교교육이나, 혹은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창업교육이라는 극히 지엽적인 사

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삶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리더십함양에

관점을 맞추어야 하며, 직업교육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도 탈피할 필요가 있다.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건 운영하지 않건, 개인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핵심역량

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며, 그 무대가 세계로 확장되었을 경우

에는 글로벌 시민교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아직 논의 초기에 머물

러 있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논의, 그리고 소개와 적용이 필요하다

는 제언과 더불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기부터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적, 교육적 지원체계 수립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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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

Park, Sunyoung9)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s and strategies for promo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mong young people in EU. Osler Agenda has been analysed as a cornerston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lso this research tried to find how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s been delivered in practice. Then, important factor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Korean context was discussed. The outcomes of this paper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the need for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Secondly, there should be a national support system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irdly, entrepreneurship education should be dealt with other countries and regions.

Four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can play a key role in social cohesion. Fifthly,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he policy have to be set up between public and

business network. Finally, entrepreneurship education can play better roles when it is

provided from the early school age and has to be delivered through both formal

education and non-formal education.

Key words : Young people,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education, EU, employment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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