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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 참가자들의 학습동기와 창

업의지, 교육 만족도, 자기 유능감이 창업교육성과에 미치는 향을 문헌 으로 고찰하 으며, 설정된 

연구가설의 검증을 하여 서울시와 인천시가 주 하는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 참가자들을 상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 다. 실증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 참가자의 학습 

참여 동기는 교육만족도와 자기유능감에 정(+)의 향을 미쳤다. 둘째,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 참가자

의 창업의지는 교육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쳤다. 셋째, 참가자의 교육 만족도는 자기유능감에 정

(+)의 향을 미쳤다. 넷째, 학습자의 만족도와 자기유능감은 교육성과에 정(+)의 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 참가자의 학습 참여 동기와 창업의지가 높

을수록 창업에 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의미하는 자기 유능감과 만족도가 높아지며, 아울러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에 한 학습자의 교육성과 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이, 비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정규교

육기 의 창업교육과는 달리, 짧은 기간 내에 효과 인 창업교육 성과를 달성하기 해서는 교육 참가

자들의 학습동기  창업의지 등 개인  특성을 사 에 충분히 악하여 합한 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에 한 만족도 제고를 통해 비 창업자들이 스스로 다양한 창업 련 지식과 기술 등

에 한 자기 유능감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 을 두어야 한다는 이다. 

1. 서 론

  최근 들어 많은 교육기   단체들이 창업자를 

한 효과 인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한 교육 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그 에서 교

육목 과 내용이 비교  명확하고, 체계 인 장기 

교육 로그램과는 달리, 짧은 기간 내 많은 정보와 

내용을 한꺼번에 달해야 하는 단기 창업교육 로

그램에서 제 로 된 교육성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성과 요인에 해서 연구해 보아야 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심으로 학습

자의 교육 만족도  자기 유능감 그리고 교육성과

에 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 요인들로 학습동기와 

창업의지를 선정하여 통합 인 모델을 제시하고, 

한 최종 종속변수로서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의 교

육성과 변수를 도입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지방자

치단체가 주 하는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의 효과

인 운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 으로 짧은 기간 내 

집 으로 이 지는 단기 창업교육의 성과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시사 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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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학습 참여동기

   창업교육 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학습참여 

동기란 창업교육에 참가하는 이유를 의미하며, 이후 

창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한 개념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가 주 하는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 참여자의 학습 동기를 창업

이나 문제 해결 등 특정한 목 을 달성하기 해 교

육에 참여하는 명시 인 목표 지향  학습자와 활동 

자체 는 학습을 통한 사회 인 상호작용을 목 으

로 참여하는 활동 지향  학습자 그리고 지식과 기

술 습득보다는 학습 자체를 통해 얻는 기쁨과 성취

감을 추구하는 학습 지향  학습자로 분류하는 

Houle(1981)의 연구를 기 로 학습참여 동기가 교육 

만족도, 자기 유능감  창업교육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H 1 :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 참가자의 학습참여 동

기는 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H 2 :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 참가자의 학습 동기는 

자기 유능감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 창업의지

  조병주(1996)는 창업자는 창업교육을 통해서 후천

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창업교육은 개

인에게 창업을 하려는 동기를 자극하여 궁극 으로 

창업의지를 진시킨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

는 학습 참가자의 창업의지가 교육 만족도  자기

유능감에 미치는 향에 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H 3 :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 참가자의 창업의지는 

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 4 :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 참가자의 창업의지는 

자기 유능감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교육 만족도

  Astin(1993)은 교육 만족도를 ‘학생들의 교육 경험

에 한 주 인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정의

하면서, 교사,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생 지원 서비스, 시설, 교육 여건, 교과목 이수기

회 등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만족도를 측정하

거나, 학습자들에 한 교사들의 심도, 학생지원 

서비스등과 같은 우선순 에 따른 제한된 분야를 학

생들이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에 한 교육 만족도가 학습자

의 자기유능감과 교육성과에 미치는 향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H 5 :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 참가자의 만족도는 자

기 유능감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 6 :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 참가자의 만족도는 창

업교육 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4. 자기 유능감

  창업가에게 있어서 자기 유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이란 창업가의 역할 는 업무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한 자기 스스로가 

가지는 신념의 강도로 정의될 수 있다(Chen, 

Greene, & Crick, 1998)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자

기유능감이 창업교육 성과에 미치는 향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H 7 :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 참가자의 자기 유능감

은 창업교육 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2.5. 교육 성과

  창업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성과란 학습 참여자를 

주 상으로 창업을 하고, 성공 으로 사업을 운

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기능, 성, 태도, 

가치  등을 가르쳐 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정태화, 1996).

이상의 가설설정에 근거한 주요 변수 간 인과 계

에 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연구표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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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 로 실시된 지방자치

단체 주 의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인 Hi- Seoul 

창업교육 로그램을 이수한 학습자 182명과, 인천

역시가 주 하는 크 비즈창업스쿨 학습자 165명을 

상으로 창업교육 성과 향요인에 한 의견을 설

문조사하 다. 

    

3.2. 변수의 측정  신뢰성 분석

  학습 참여 동기는 Houle(1981)의 교육 로그램 학

습참여 동기에 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총 7개의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Cronbach's α= 0.828)

창업 의지를 측정하는 지표는 Timmons(1994)와 

Crant(1996)의 창업 의지 향요인에 한 연구에 

기 하여 창업에 한 호기심, 구체 인 창업계획 

보유 여부, 창의 이고 신 인 기업설립 의지, 창

업 련 지식과 기술 의지 등 4개 항목을 측정하 다

(Cronbach‘s α= 0.874)

  창업교육 로그램에 한 학습 참여자의 만족도는 

Astin(1993)의 교육 만족도 측정에 한 연구를 기

로 하여 교육목표와 학습자 의도의 일치정도, 교

육내용의 성, 효과 인 교육방법, 강사의 역량, 

기타 창업정보지원 서비스등에 한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하 다. Cronbach's alpha계수는 0.889로 신뢰성

을 확보하 다.

  자기 유능감은  Makrman, Balkin, & Baron(2002)

의 연구에서 제시된 일반 인 자기 유능감(general 

self-efficacy) 개념을 기 로 하여 창업시 필요한 자

질과 능력의 구비, 창업skill의 향상 인지, 창업성공

에 한 자신감 증가 등에 한 항목 5개를 사용하

다. 각 항목 모두 리커트 스타일의 5  척도를 사

용하 다(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 유능감 측정치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802로 내  일 성을 갖는 일반 인 기

을 충족시키고 있다.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의 성과측정에 가장 효과

이라고 단되는 Kirkpatrick(1987)의 모형 4단계  

반응평가에 한 측정치를 기 로 하여 창업가정신

에 한 이해, 창업 Process의 숙지, 창업 반에 

한 이해도와 지식증가, 조직  인 자원 리능력 

향상, 소기업의 재무  마  이해도 향상, 기

리  창업 시 필요한 제반 사항에 한 지식 습득 

등에 한 총 10개의 항목을 측정하 다. 본 연구에

서의 교육성과 측정치의 Cronbach‘s alpha계수는 

0.939이 다. 

3.3.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 고, 자료처리를 하여 입력된 

데이터는 SPSS 15.0과 AMOS 7.0 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 다. 측정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하여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

용하 고,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을 확인

하기 해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 으

며, 이를 통해 변수의 측정항목  복되거나 내

일 성이 낮은 항목들을 제거하 다. 분석결과 학습

참여 동기(α= .828), 창업의지(α= .874), 교육 만족도

(α= .889) 자기 유능감(α= .802), 교육성과 요인(α= 

.939)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일반 인 기 을 

상회하여 내 일 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  일 성을 조사한 다음으로 학습참여 동기와 

창업의지, 교육 만족도, 자기 유능감, 교육성과 각각

에 해 확인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평가하 다. 이후 모형 합도와 수정지수를 개

선시키는 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해시키는 변수들

을 삭제하 고, 그 결과 GFI와 NFI가 모두 .90이상

(GFI=.900, NFI=.915)으로 나타나 기 치를 충족시

켰다. 

4. 실증분석  결과

4.1. 상 계 분석

  본 연구 측정변수간의 련성  방향성을 악키 

해 Pearson의 상 분석을 실시하 고, 상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자의 학습 참여 동기와 창업의

지는 교육만족도  자기 유능감, 교육성과에 반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

서, 연구모형과 가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수들 간 

계의 방향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가 있다. 

4.2. 측정모형의 검증: 합도 평가

   모형 합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측정치인 χ²통

계량과 함께 자유도(d.f)와 p-value, 이외에도  

합도 지수인 GFI(Goodness-of -fit)와 RMR 등을 

산출하고, 증분 합도 지수인 NFI(Normed Fit 

Index, 표 합지수)값을 통해 연구모형의 합도

를 최종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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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 지수 증분 합지수

χ² d.f p RMR GFI NFI

연구

모형

132.

317
36 .000 0.027 0.936 0.935

[표 1] 연구모형의 합도 평가 

최 모형을 해 수정(Modification Index)를 사용한 

결과 GFI=0.936, NFI=0.935로, 모두 권장수 인 0.9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델은 합성과 간결성을 확보하고 있다.

4.3.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의 구조경로 도형과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설
가설

방향

경로

계수
t-값 p 값

검증결

과

H1 (+) 1.690 4.173 p<.01 채택

H2 (+) 0.685 2.108 p<.01 채택

H3 (+) 1.225 3.304 p<.01 채택

H4 (+) 0.087 0.178 p >.01 기각

H5 (+) 1.032 2.269 p<.01 채택

H6 (+) 0.325 5.827 p<.001 채택

H7 (+) 0.683 9.740 p<.001 채택

[표 2] 가설 검증 요약 

 

5. 결론  시사

  본 연구에서는 짧은 기간 내에 단기 창업교육 로

그램의 교육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실증 

분석하 다. 실증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본 연구의 시사 은 단기간에 걸쳐 집 으로 진행

되는 단기성 창업교육 로그램의 교육성과를 극 화

하기 해서는 학습자의 학습 참여 동기와 창업 의

지, 만족도, 자기 유능감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이

다.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은 비교  장기간에 걸쳐 진

행되는 정규 교육기 의 창업교육과는 다른 특성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하며, 짧은 기간 내에 효과 인 

창업교육 성과를 달성하기 해서는 교육 참가자들

의 학습동기  창업의지 등 개인  특성을 별도의 

선발  측정과정을 통해 사 에 충분히 악하여 

합한 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는 에서 실무

인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주

하는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 참가자를 상으로 조

사를 진행하 기에 연구결과를 타 기 에서 진행하

는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에 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단기 창업교육 로그램을 시작

하기 이 에 보다 정확한 참여 동기와 창업 의지 등

의 개인  특성을 측정하고, 이후 교육이 완료된 이

후 다시 교육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창업자의 변화를 

좀 더 정확히 조사한다면 더 발 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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