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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의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국가주도의 창업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의 필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패스트 팔로어’ 형태가 아닌 

‘퍼스트 무버’를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를 유발할 교육콘텐츠가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창업과 관련된 혁신영상콘텐츠의  선호요인에 대해 분석

해보았다.

Ⅱ.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구글 문서도구의 설문지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국 혁신센터 중

심 혁신 창업 교육 강연 및 포럼 등 관련 활동 강화를 목

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창업지원 서비스(아이디어마루, K-

스타트업 등) 이용 회원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9,909명이 응답하여 필터링 후 

9,472명의 응답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인

터넷 이용행태, 온라인 강연콘텐츠 이용, 혁신영상콘텐츠 

운영 방안, 영상콘텐츠 이용 동기, 그리고 인적사항으로 

나눠 총 3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용 동기 9개 문항

을 제외한 28개 문항은 명목형 혹은 텍스트 입력형태의 

*　이 연구는 2018년 ‘아이디어사업화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문항이며, 리커트 5점 척도로 된 이용 동기 9개 문항은 

혁신영상콘텐츠에 대한 선호 요인으로써 본 연구에서 분

석에 활용되었다.

  선호요인 9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값은 0.788

로 응답신뢰성(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문항 데이터
형태

응답결과

평균 (표준편차)

18. 전문성

연속형
(5점척도)

4.45 (0.85)

19. 정확성 4.72 (0.59)

20. 다양성 4.52 (0.75)

21. 피드백 4.31 (0.89)

22. 편의성 4.49 (0.78)

23. 유용성 4.24 (0.90)

24. 즐거움 4.00 (0.97)

25. 호기심 3.47 (1.15)

26.결핍해소 4.04 (0.95)

32.창업경험 명목형
(3수준)

창업경험없음 : 3,042명
창업계획중   : 3,246명
창업경험있음 : 3.184명

표 1. 분석에 활용된 문항 목록(9개 선호요인, 1개 

창업경험)

창업경험에 따른 혁신영상콘텐츠 선호 요인 차이 연구
A Study on difference in preference factor of innovation media 

contents by entrepreneurship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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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혁신영상콘텐츠에 대한 선호 요인이 창업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창업 및 과학기술, 사

업화와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아이디어마루 등) 회원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창업 경험이 있거나 계획 

중인 집단은 창업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콘텐츠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창업경험이 없는 

집단은 즐거움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혁신영상콘텐츠 혹은 기술사업화 관련 교육 콘텐츠로 확

대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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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창업경험별 응답 수

Ⅲ. 자료분석

1. 분석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창업경험에 따른 집단별 혁신영상콘텐

츠의 선호요인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요인점

수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one-way ANOVA) 실시하였

다.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 창업경험에 따라 혁신영상콘텐츠의 전문성(정확성, 

다양성 등) 선호 정도에 차이가 있다.

  표본수가 충분히 크므로 정규분포를 가정한 모수 추정 

방법론을 사용하였고, 등분산성 불만족 시 점근적 자유

도를 활용한 F 통계량을 활용하였다. 평균차이가 확인된 

경우, 보수적 방법론인 Tukey test로 다중비교를 수행하

여 집단 간 명확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2. 평균비교

창업경험

선호요인

없음 계획중 있음
F

(Pr)
평균(표준편차)

18.전문성 4.43 
(0.81)

4.46
(0.90)

4.45 
(0.83)

1.03
(0.36)

19.정확성 4.69 
(0.62)

4.74 
(0.59)

4.74 
(0.57)

5.60**
(<0.01)

20.다양성 4.50 
(0.73)

4.54 
(0.76)

4.53 
(0.75)

2.28
(0.10)

21.피드백 4.32 
(0.84)

4.29 
(0.93)

4.31 
(0.90)

0.62
(0.54)

22.편의성 4.50 
(0.76)

4.50 
(0.81)

4.48 
(0.78)

0.39
(0.67)

23.유용성 4.20 
(0.90)

4.25 
(0.92)

4.28 
(0.88)

7.28**
(<0.01)

24.즐거움 4.09 
(0.91)

3.94 
(1.01)

3.99 
(0.97)

20.27**
(<0.01)

25.호기심 3.48 
(1.11)

3.45 
(1.18)

3.47 
(1.16)

0.82
(0.44)

26.결핍해소 4.02 
(0.93)

4.03 
(0.98)

4.07 
(0.95)

1.66
(0.19)

표 2. 창업경험에 따른 선호요인 평균비교(one-way 

ANOVA)

  위의 표 2.를 보면, F 통계량이 유의한(p<0.01) 경우는 

세 가지로 창업경험에 따라 평균차이가 있는 요인은 정

확성, 유용성, 즐거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떤 집

단 간에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 표 3.

와 같이 다중비교를 수행하였다.

  정확성과 유용성의 경우 창업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

해 다른 두 집단이 높게 나타났고 즐거움의 경우 반대로 

창업경험이 없는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선호요인 Tukey’s HSD test

정확성 창업경험없음 < 창업계획중, 창업경험있음

유용성 창업경험없음 < 창업계획중, 창업경험있음

즐거움 창업계획중, 창업경험있음 < 창업경험없음

표  3. 유의한 선호요인의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

  창업경험이 있거나 계획 중일수록 창업경험이 없는 사

람들에 비해 혁신창업콘텐츠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중시

하는 경향이 있고, 창업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콘텐츠의 

기본적인 요소인 즐거움을 상대적으로 더 추구한다고 판

단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혁신영상콘텐츠 이용시 창업 여부에따

라 선호요인(이용동기)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실증

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경험에 따른 선호요인의 

차이가 확인되었으므로 창업 혹은 기술사업화 교육콘텐

츠 기획 시 중시되어야 할 주요 요인과 창업동기부여 및 

창의문화 확산 방법의 단서를 얻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

다. 하지만, 모든 선호요인의 평균이 3점 이상을 나타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확인한 집단 간 차이는 상대적인 

개념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중 활용되지 않는 콘텐츠의 필요성 문

항 등을 활용한 인과관계 분석(로지스틱회귀모형, 의사결

정나무모형)이 추가적으로 수행된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창업 및 사업화 정보 콘텐츠 기획 시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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