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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의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이 교육만족과 창업역량,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대학에서 다양한 창업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창업성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요인을 분석

하기 위해 창업교육의 서비스 품질이 교육만족과 창업역량,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

성 등 5개 요소 21개의 문항을 설정하고, 설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이 교육만족과 창업역량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았다. 둘째, 고객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교육 수강생의 교육만족을 정의하고, 창업역량의 요소 중 성취역

량, 창의성역량, 개념화역량 , 사회적 역량 등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교육만족과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인

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은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유형성과 신뢰성이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되어 반응

성, 확신성, 공감성 등 4개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이 교육만족과 창업역량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창업역량 요인을 4개로 정의하여 설문을 분석한 결과 성취역량과 창의성역량이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

되어 개념화역량, 사회적 역량과 함께 3가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만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

의지는 창업역량에 영향을 받았지만, 교육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만족이 창업역

량을 통하여 창업의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후 연구에서는 대상을 여러 지역 혹은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

성이 있으며, 다른 변수와의 접근 방법을 가지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창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청년 

취업난 해소의 돌파구로 창업을 인식하고 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은 취업 문제의 해결 방안이 창업이라고 공감하면

서 국가차원에서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으로 

창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극대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창업지원 환경이 과거에 비해 매

우 다양해지면서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

다. 최근에는 국내 창업 대학원이 기존 5개에서 10개로 증

설되었고,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대학

에서도 창업선도대학, 창업보육센터 등의 창업 지원 사업, 
이노폴리스 캠퍼스(Ipolis Cmpus)사업 등 창업지원과 관련

된 일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교과과정에 창업 강좌가 마련

되어 진행되고 있다. 창업 강좌는 기업가 정신 및 창업에 

필요한 실무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

급자 중심의 편성으로 대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거나 창업역량의 향상,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는 등의 창업성과 부분은 기대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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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은 창업성공을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

켰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창업성공을 위한 다양한 요소 중 

창업에 대한 의지와 창업자의 역량이 창업성공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창업 기업처럼 초기 기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창업자

의 역량이 창업의 성패를 결정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 이상으로 중

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창업자의 역량이기 때문이다.
창업자 역량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기업가 역량으

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선행 연구를 통해 창업자 

역량은 선천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하지만 사업에 필요한 

역량의 대부분을 교육을 통해 후천적인 노력으로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가지고 섣불리 창업을 하는 것보다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

의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준비하며, 창업자 역량

향상을 통하여 창업의지를 제고한 이후 창업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창업교육이 창업의지 및 창업

자의 역량을 높이는데 매개를 하는 요소로 교육만족의 영

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육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창업교

육의 서비스 품질이 교육만족과 성공창업의 중요한 요소

인 창업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교육만족, 창

업역량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

하고, 가설에 대한 검증과정을 통하여 창업교육 서비스 품

질, 교육만족, 창업역량,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 정리 및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창업지원과 창업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 대전지역 대학에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1) 창업교육

창업교육이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

다. 목영두, 최명길(2012)은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방법으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체계

적이고 실용적인 창업 교육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준비사

항을 숙지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교육 또는 기업가정신 교육(Etrepreneurship Eucation)

은 21세기형 새로운 직업교육 문화를 만들어 내는 길 중

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모험심과 정열을 통하여 스스

로 무언가를 개척해 나가는 기업가정신과 그런 열정을 성

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다. 
즉, 단순히 주어진 직무만을 잘 수행해 내는 기능을 가진 

수동적인 존재를 길러 내는 전통적인 취업교육과는 다른 

패러다임(Pradigm)의 직업교육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창업은 소규모로 이루어고 있으며, 창업자 스스

로 사업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기술 및 상품 개발, 시장정

보, 재무 및 회계 관리, 마케팅, 상법과 노동법, 조직 관리 

및 지도력, 자기 관리, 기업 윤리, 정부 정책 등을 체계적

으로 인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

자에게 창업교육은 필수적이다. 성공 창업은 개인의 선천

적인 자질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도 있으나 창업자가 가져

야 할 바람직한 마음가짐과 능력 등의 많은 부분은 학습

과 교육을 통해 습득되어진다. 이런 문제 인식에 따라 외

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한 실

무적인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벤처 창업(Vnture Sartup)을 중

심으로 창업 및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일반적인 창

업에 필요한 능력개발과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

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

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창업교육은 창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게도 필요

한 교육이며 미래의 주역인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선

탁(2008)은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물론 

도전 의식을 강조하며 미래에 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희

망을 제공하고, 이와 같은 희망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이들이 기업가

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국가 경제발

전에 기여토록 한다고 하였다. 정태화(1996)도 학생을 대

상으로 한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창업교육이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매력을 제공하며 창업교육

이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될 때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고 하였다. 창업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실제로 

창업을 하지는 않더라도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사업 경영

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여 사업체 내의 노사 갈등 완화에

도 큰 몫을 담당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점은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 그 투자 효용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창업교육은 기존의 직업교육에 비해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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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
또한 김용태(2009)는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들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고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

업의지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교육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종합해 보

면 창업교육은 꼭 창업자나 예비창업자가 아니더라도 근

로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면 회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창

업자의 역량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창업

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 창업교육 선행연구

연 구 자 연 구 내 용

하선탁(2008)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물론 도전 의식을 강
조하며 미래에 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하고, 이와 
같은 희망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이들이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결과
적으로 이들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한다.

정태화(1996)
창업교육이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매력을 제공하며 창업
교육이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될 때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김용태(2009)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들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
가 많고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의지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교육은 중요하다.

자료: 연구자 재정리

2) 창업교육서비스품질

Parasurmae et, al.(1985)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

로 조사한 자료에 기초하여 서비스품질의 결정요인을 10
가지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서비스품질 결정요인은 

접근, 커뮤니케이션, 역량, 친절, 믿음, 신뢰성, 반응성, 안

전, 이해, 유형성 등 10가지이다. 그 이후 이들 연구자들은 

항목 중에서 상호관계가 높은 항목들을 결합하고 조정하

여 5개의 차원을 제시하였다. 즉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등이 서비스품질 측정도구로 사용되는 

SERVQUAL을 구성하는 차원으로 제시되었다.
위 연구를 근거로 박진우(2002)는 서비스품질은 기대와 

성과의 비교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

이 인식한 서비스품질은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여야 한다

고 느끼는 소비자들의 기대와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의 성

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라 하였다. 고객의 기대와 실제 서비스와의 차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측정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위 연구에 대하여 Carman(1990)은 Parasurmae et. al.(1985)

의 구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 했는데, Parasurmae, et, 

al.(985)가 제시한 서비스품질 차원을 일반화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SERVQUAL의 수정 정

도, 기대와 성과의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서의 타당성, 수

집시기, 중요도를 고려한 서비스품질의 평가 및 기대와 중

요성의 관계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rasurmae, et. al.모형을 토대로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등 5가지를 서비스품질의 구성요소로 보았

다.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교육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학의 창업교육 서비스 

현실에 적합한 서비스 품질 요소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2> 서비스품질에 관한 선행연구

연 구 자 연 구 내 용

Parasurmae,

Zeithaml 와
Berry(1985)

서비스품질은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기초하여 서비스품질의 결정요인인 접근, 커뮤니케이션, 역량, 친
절, 믿음, 신뢰성, 반응성, 안전, 이해, 유형성 등 10가지로 제시
하였음, 이후 상호관계가 높은 항목들을 결합하고 조정하여 유형
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등 5개의 차원을 제시

박진우(2002)

서비스품질은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느끼는 소비자들
의 기대와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의 성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을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 하였음

Carman(1990)

Parasurmae, et., al.(1985)가 제시한 서비스품질 차원을 일반화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SERVQUAL의 수
정 정도, 기대와 성과의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서의 타당성, 수집
시기, 중요도를 고려한 서비스품질의 평가 및 기대와 중요성의 
관계 등에 대해 언급

자료: 연구자 재정리

3) 교육만족

백경현(2002)은 고객만족은 고객의 성취반응으로 정해진 

수준이상으로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

족은 다른 것과 달리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것으로 고객

의 감정적 과정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박종갑(2001)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그 결

과로써 제품 또는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 또는 자기일의 결과가 고

객의 필요와 기대를 만족시키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만족은 고객으로 하여금 재 구매를 유도하며 

고정 고객이 되고 만족한 고객이 전하는 구전효과는 신규

고객을 만들기 때문에 고객만족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불만족한 

고객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잠재 고객도 잃게 만들기 

때문에 김태봉(2000)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만족 또는 불만족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만족은 교육서비스의 소비자인 학생들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관한 개념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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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리고 만족을 느끼는 주체가 학습자라는데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대학 또는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사교육기

관, e-learning 등에 대해 학습자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관

한 연구에도 교육만족이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교육만족은 학습자들이 교육기관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로 

객체의 대상이 좀 더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창업교육서비

스 품질을 통한 교육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학생들이 교육

을 통해 얻은 결과를 어떻게 느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기로 하였다.

<표 3> 교육만족에 대한 선행연구

4) 창업역량

Chandler와 Jansen(1992)은 창업자의 특성과 능력이 조직

과 창업기업의 초기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자의 역량은 창업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

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는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자

신의 역량임을 명심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

속해야한다. 
박동건, 최대정(2003)은 창업의 성공을 위해 창업자의 내

적인 특성, 즉 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창업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구분되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후 창업자의 내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관찰 

가능한 행동을 토대로 창업자의 핵심역량을 파악하고 창

업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자기

보고식 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할 수 있으며 창업자가 지

녀야할 중요한 역량으로 사업지향성, 목표설정, 내적통제

소재 등을 도출하였다. 나상균(2008)은 창업기업의 경쟁력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창업자의 특성을 언급

하였고 창업자의 특성에 따라 경영특성의 차이와 창업기

업의 경영특성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자의 연령, 학력, 경력은 경영전

략, 환경적은 조직관리, 혁신성의 실행정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회, 하규수(2012)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들을 발견하고 창업의지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자기 효능감, 예비창

업자의 경력을 선정하고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였다 .또한 예비창업자의 경력이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과 창업의지간의 조절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요인 중 성취욕구와 위험감수

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창업자의 역량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유

로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의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이 교육만족과 

창업역량,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

을 통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창업자의 역량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이웅희(2015)는 창업적성 및 

창업교육만족도가 창업자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에서 교육만족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창업자 역량을 성

취역량, 창의성역량, 개념화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정의하

여 사용하였다. 이는 창업역량 중 교육을 통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본 연

구에서도 창업역량을 성취역량, 창의성 역량, 개념화 역량, 
사회적 역량 등 4가지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표 4> 창업역량에 대한 선행연구

5) 창업의지

Fishbein et, al.(1980)의 주장에 따르면 창업의지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직의 건설이라는 목적을 두고

자 하는 개인의 의지를 말한다. 또한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 창업이라는 긴 과정의 

첫 단계이다. 그리고 의지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창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지는 행

연 구 자 연 구 내 용

백경현(2002)
교육만족을 고객의 성취반응으로 정해진 수준 이상으로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함

박종갑(2001)

교육만족을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한 결과로써 제품 또는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
는 상태 또는 자기일의 결과가 고객의 필요와 기대를 만족시키
는 상태라고 함

김태봉(2000)
고객만족을 고객으로 하여금 재 구매를 유도하며 고정 고객이 되
고 만족한 고객이 전하는 구전효과는 신규 고객을 만든다고 함

자료: 연구자 재정리

연 구 자 연 구 내 용

Chandler와 
Jansen(1992)

창업자의 특성과 능력이 조직과 창업기업의 초기 성과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자의 역량은 창업성공에 매우 중
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박동건,

최대정(2003)

창업의 성공을 위해 창업자의 내적인 특성, 즉 역량이 무엇인
지를 규명하고 창업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구분되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상균(2008)

창업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창업자의 
특성을 언급하였고 창업자의 특성에 따라 경영특성의 차이와 
창업기업의 경영특성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여 창업자의 연령, 학력, 경력은 경영전략, 환경은 조직관
리, 혁신성의 실행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정용회,

하규수(2012)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들을 발견하
고 창업의지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취욕구, 위험감수
성, 자기 효능감, 예비창업자의 경력을 선정하고 창업의지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자료: 연구자 재정리



곽동신 · 정화영 · 양영석

112 2016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Spring 2016

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창업의지는 개인의 태도와 경험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박시사, 강성일(2007)은 창

업의지를 기업의 설립과 관련한 첫 번째 단계로 보았다. 
창업의지가 없으면 기업의 설립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창업행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창업의지는 새로

운 조직의 건설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 Leazar(2002)은 
교육도 창업의지의 한 요소가 되는데 보통 창업자는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은 미리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으며, Raijman(2001)은 창

업의지와 더불어 성취욕구와 창업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창업자는 높은 성취 욕구를 가지고 있고 위험

감수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성향을 

가진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창업에 대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성취욕구와 창업 또는 창업 

의지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Krueger(1993), 이지우

(2000)의 연구를 통하여 창업이 창업의지와의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장대성(2000)은 대학

생들에게 창업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면 성공적인 벤처기업의 
수가 증가하여, 21세기 국가산업 경쟁력의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의 창업교육 지원은 궁극적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있으며 창업 이전에 창업에 도전하는 결심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를 ‘창
업을 위한 동기적인 행동성향으로 창업에 대해 느끼는 가

능성의 정도’로 정의 하였다.

<표 5> 창업의지에 관한 선행연구

연 구 자 연 구 내 용

Fishbein 등
(1980)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하는 변수로 봄

박시사,

강성일(2007)

창업의지는 새로운 조직의 건설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
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 이라고 함

Leazar(2002)
창업자는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은 미리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함

Raijman(2001)
성취욕구와 창업 간의 관계에서 창업자는 높은 성취욕구를 
가지고 있고 위험감수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함

Krueger(1993),

이지우(2000)

성취욕구가 높은 개인은 창업에 대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
다고 함

장대성(2000)

대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면 성공적인 벤처기
업의 수가 증가하여, 21세기 국가산업 경쟁력의 든든한 기초
가 될 것이라고 주장

자료: 연구자 재정리

3. 선행연구검토

1) 창업교육서비스품질과 교육만족의 관계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간의 영향관계에서 Parasurmae, et. 
al.(1994)는 서비스품질을 전반적인 평가로 규정지었고 고

객만족을 특정거래에 대한 평가로 전제하고 특정거래의 

구체적인 평가인 고객만족의 합이 전반적인 평가인 서비

스품질을 결정한다고 하였으며, 강민규(2002)도 서비스품질

이 고객만족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차길수(2002)의 

연구에서도 서비스 품질은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간의 관계

는 모두 유의하다고 기술하였다.

2) 창업교육서비스품질과 창업역량의 관계

조호현, 임병학(2007)은 교육서비스품질과 교육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상위의 교육서비스과정에서의 품질 차원을 

교수·학습체제와 대학지원체제로 구분하여 이들의 인과성

을 규명함으로써 대학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수요자중심 

교육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에 있어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

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서비스 관리지표를 

측정하였다. 또한 박주성, 김종호, 신용섭(2003)은 교육성과

를 대학 또는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습자들의 

욕구충족도와 졸업 후 진로 및 취업의 용이성이라 하였다. 

3) 교육만족과 창업역량의 관계

많은 선행연구에서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자의 역량을 강

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Timmons(1994)는 창업에 필

요한 여러 가지 역량들은 창업교육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 만족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촉진함으로써 만

족도가 높을수록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박재환, 김용

태 등(2009)은 창업교육의 효과는 참여 동기 보다 교육내

용의 만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창업교육의 방법과 내용, 유능한 교수 등이 매우 중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4) 교육만족과 창업의지의 관계

김용태(2009)는 창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창업 방법을 

모른 상태에서 맹목적인 창업의지만 갖고 창업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무모한 창업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상문, 장대성(2003)도 올바른 창업

교육 없이는 창업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의지가 발생될 

수 없고 그릇된 의식과 의지로 인한 창업은 실패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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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박재환, 김용태(2009)는 프로그램 만족도의 조

사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심리에 

비하여 학습자가 느끼는 즐겁고 유쾌한 정서적 상태, 태도 

또는 욕구의 만족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스러운 감정은 개인의 의

식적 또는 무의식적 욕구의 충족을 촉진함으로서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킨다. 이는 창업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창

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 창업역량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

창업의지에 대한 창업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 Clark 
등(1984)은 창업교육이 창업의지를 촉진시켰다고 주장하였

다. 이는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관련지식과 기술 즉 창업

기술을 학습할 수 있으며, 창업기술은 창업동기를 자극하

여 창업의지를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박재환, 
김용태(2009)는 창업대학원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교육의 내용, 창업교육의 방법, 교육자, 
창업교육기반특성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창업의지를 증가

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4.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서비스품질이 교육만족과 창업역량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 교육만족이 창업의지와 창업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통하여 각 요인간의 

관계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창업교육 서

비스품질이 교육만족과 창업역량,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가설 1 : 창업교육 서비스품질은 교육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창업교육 서비스품질은 창업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교육만족은 창업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교육만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창업역량의 변화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5. 실증분석 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 모형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전 설문구성 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문

응답의 신뢰성은 각 요인별 구성 항목간의 내적 일관성의 

관점에서 Cronbach's α계수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표 6>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

구성
개념

측정
변수

표준
요인 
적재값

커뮤날
리티

설명분산
(%)

누적률
(%)

Cronbach‘

s α

유형
신뢰성

A1 .806 .723

24.858 24.858 0.929135

A2 .842 .809

A3 .705 .591

A4 .806 .784

A5 .634 .615

A6 .762 .724

A7 .522 .573

A8 .537 .579

A9 .626 .592

반응성

A10 .858 .829

17.203 42.06 0.932109
A11 .865 .842

A12 .841 .824

A13 .870 .846

확신성

A14 .848 .823

17.213 59.273 0.910146
A15 .746 .732

A16 .772 .767

A17 .799 .809

공감성

A18 .819 .834

15.702 74.975 0.924670
A19 .801 .812

A20 .795 .819

A21 .810 .817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의 경우 74.975%의 설명력을 갖는 

4개의 구성요인, 즉 유형·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이 

각각 탐색되었다. 이는 기존연구의 5가지 구성요인과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대학의 창업교육현장에서 제공 되어지는 

교육시설과 직원의 용모 등의 유형성이 시간엄수와 명확

한 출결관리,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요청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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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속한 처리 등의 신뢰성과 같은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교육만족

구성
개념

측정
변수

표준
요인 
적재값

커뮤날
리티

설명분산
(%)

누적률
(%)

Cronbach‘

s α

교육
만족

B1 .873 .762

77.199 77.199 0.925799

B2 .889 .789

B3 .883 .779

B4 .870 .757

B5 .879 .772

교육만족은 77.199%의 설명력으로 1가지 요인으로 분류

되었다.

<표 8>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창업역량

구성
개념

측정
변수

표준
요인 
적재값

커뮤
날리티

설명분산
(%)

누적률
(%)

Cronbach‘

s α

성취·창
의성역
량

C1 .551 .626

28.857 28.857 0.938079

C2 .523 .640

C3 .539 .637

C4 .690 .631

C5 .798 .750

C6 .818 .761

C7 .819 .760

C8 .750 .694

C9 .832 .780

개념화
역량

C10 .817 .791

20.497 49.354 0.918419
C11 .829 .798

C12 .799 .800

C13 .801 .808

사회적
역량

C14 .832 .732

23.854 73.208 0.913971

C15 .813 .758

C16 .826 .757

C17 .747 .728

C18 .777 .727

창업역량은 73.208%의 설명력을 갖는 3개의 구성요인, 즉 

성취·창의성 역량, 개념화 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3개의 요

인이 탐색되었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4가지 역량으로 구분

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자

가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역량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적

인 노력을 기울이는 성취역량과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과 

융합적인 적용, 참신하다는 평을 받는 등의 창의성역량과 

같은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9>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창업의지

구성
개념

측정
변수

표준
요인 
적재값

커뮤날
리티

설명분산
(%)

누적률
(%)

Cronbach‘
s α

창업

의지

F1 .875 .765

74.821 74.821 0.931993

F2 .861 .741

F3 .881 .776

F4 .894 .800

F5 .889 .791

창업의지는 74.821%의 설명력으로 1가지 요인으로 분류

되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설정(Model Specification)은 추정해야 될 

모수의 수와 본질을 기술하는 것인데, 방정식 모형은 실질

적으로 모든 모수를 설정할 수 있으나 모형의 일반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론에 기초한 모형설정이 중요하다. 
또한 연구자는 가능한 한 큰 자유도에 의해 설정된 과대

식별 모형(Over-Identified Model)을 선호하며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얻고자 한다.
구조방정식 모델 프로그램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고유의 

해 중에서 관측된 자료를 가장 잘 적합 시키는 특정 해를 

찾아준다. 본 모델은 외생변수(관측변수, 잠재변수, 오차 

항), 매개변수, 내생변수의 방향적 관계를 고려하여 측정변

수의 내생변수를 포함한 공분산행렬을 이용한 확인적 요

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10>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P<0.001, **P<0.01 , *P<0.1

구성
변수

측정변수
표준요인
적재값

표준
오차

t값 AVE값

유형·
신뢰성

유형신뢰1 0.758

0.713233

유형신뢰2 0.845 0.079 15.6***

유형신뢰3 0.691 0.097 10.045***

유형신뢰4 0.831 0.094 12.436***

유형신뢰5 0.763 0.093 11.327***

유형신뢰6 0.851 0.089 12.783***

유형신뢰7 0.694 0.1 10.119***

유형신뢰8 0.7 0.094 10.208***

유형신뢰9 0.742 0.093 10.918***

반응성

반응1 0.885

0.86768
반응2 0.876 0.057 18.1***

반응3 0.88 0.06 18.089***

반응4 0.885 0.059 18.043***

확신성

확신1 0.865

0.82429
확신2 0.826 0.067 15.049***

확신3 0.831 0.07 15.121***

확신4 0.866 0.066 16.354***

공감성

공감1 0.829

0.829199
공감2 0.817 0.052 18.989***

공감3 0.883 0.076 13.253***

공감4 0.874 0.07 13.512***

교육
만족

교육만족1 0.817

0.8202428

교육만족2 0.855 0.074 14.722***

교육만족3 0.856 0.073 14.781***

교육만족4 0.824 0.073 14.006***

교육만족5 0.868 0.079 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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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는 X² = 
2063.17.(1119), X²/DF = 1.844,  RMR=0.04, CFI=0.902로 나

타나 양호한 모형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잠재변

수에 의해 측정변수가 설명되는 정도가 양호할 뿐만 아니

라, 모든 개별구성개념에 대한 평균분산추출(AVE)값도 기

준인 0.5이상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모든 측정변수들에 대

한 유의 확률 값도 0.0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가설검증 결과

위와 같이 적합도 등 모형의 검증이 완료되어, 경로 간 

발생하는 실질적인 영향력인 경로계수 값을 산출하고 이

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 아래 <표 0>과 같이 경로계수 값

이 도출되었다. 

<표 11> 경로계수 검증 결과

경 로
표준
요인
적재값

표준
오차

t값
채택
여부

교육만족 <--- 서비스품질 0.686 0.099
9.378**

*
채택

창업역량 <--- 서비스품질 0.673 0.106
7.534**

*
채택

창업역량 <--- 교육만족 0.3 0.063
4.172**

*
채택

창업의지 <--- 교육만족 0.056 0.084 0.7
유의하지 않음
(p=0.484>0.05)

창업의지 <--- 창업역량 0.77 0.107
8.647**

*
채택

***P<0.001, **P<0.01 , *P<0.1

대학의 창업교육서비스 품질이 교육만족과 창업역량, 창

업의지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전반적인 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X²= 2063.17.(1119), X²/DF = 
1.844,  RMR=0.04, CFI=0.902로 나타나 양호한 모형 적합

도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의 수준 0.05수준에서 가설을 

검증하기로 하고 <표 0>과 같이 채택된 가설을 정리하였다.

<표 12> 가설 검증 결과

가 설 가 설 내 용
채택
여부

가설1 창업교육 서비스품질은 교육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은 창업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교육만족은 창업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교육만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5 창업역량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검증을 근거로 채택된 가설을 정리하여 연구모형 분

석결과를 경로함수에 포한한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유의한 변수 기준으로 값의 크기는 창업교육 서비스 품

질에서는 0.599에서 0.769까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향력의 크기는 유형신뢰성, 공감성, 확신성, 반응성 순으

로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에 유형신뢰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또한, 창업역량은 성취창의

성역량과 개념화역량, 사회적 역량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은 교육만족에 0.686의 영향력과 창

업역량에 0.673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창업교육서비스 품질이 교육만족과 창업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기

존의 선행연구에서 교육만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내용을 토대로 세운 가설4와 다르게 교육만

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교육만족이 창업역량에 0.3의 영향력을 미치고 창업역

량이 창업의지에 0.77의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통하여 교

육만족이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창업역량이라

는 매개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창업교육이 교육만족과 창업역량에 

영향을 주며, 교육만족은 창업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세부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내용과 같다.
첫째, 교육서비스 품질의 5가지 구성요인 중 유형성과 신

뢰성이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

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의 창업교육현장에서 제

공 되어지는 교육시설과 직원의 용모 등의 유형성이 시간

엄수와 명확한 출결관리,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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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의 신뢰성과 같은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포한함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등 4가지 요인은 서비스 품질의 구성요소

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교육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

증하였다. 둘째, 창업역량의 4가지 요인 중 성취역량과 창

의성역량이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

자가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역량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

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성취역량과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과 융합적인 적용, 참신하다는 평을 받는 등의 창의성역량

과 같은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포함한 개념화 역량, 사회적 역량 등 3
가지로 구성된 창업역량은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과 교육

만족에 각 각 영향을 받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창업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며, 교육만족을 높이기 위한 다

양한 방안을 세워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대학의 

창업 교육서비스 품질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교

육만족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육만족이 창

업의지를 높이는데 매개를 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넷째, 교육만족이 창업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교육만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창

업역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창업교육 기관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창업교육 서

비스 품질측정 항목을 이용하여 스스로 서비스 품질의 평

가가 가능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의 

개선이 가능하다.
둘째,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교육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 요인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교육만

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 대학에서는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이 창업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창업역량을 높이

기 위해서 서비스 품질에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넷째, 학생들의 교육만족은 창업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생

의 교육만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만족이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창업역량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통하여 창업

성과에 해당하는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편성에서 

창업역량을 높이는 요소가 비중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 및 앞으로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대상자의 대표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대상자를 

대전지역의 대학생들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를 

특정지역의 학생들로 제한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다양

한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전체를 대표

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
둘째, 독립변수인 유형성, 신뢰성, 확신성, 공감성, 응답성

이 아닌 교육만족에 다른 변수들과 다른 접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측정변수들은 자기 기준에 의하여 응답하

여 개념들 간의 관계가 과소, 과대평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에 차후 연구에서는 여러 지역 혹은 전국으로 확대

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변수와의 접근 방법을 가지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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