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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경제에 있어서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창업기업의 증가는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

과, 나아가서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학술적인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

들은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창업가가 기회를 인지하고 창업의도를 가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

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GEM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기회인식에 대한 영향을 성

별 조절효과 및 평등수준의 조절효과 효과크기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제

공하고,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기업가정신, GEM, 창업의도, 기회인식

Ⅰ. 서론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과 기업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

고 있다. 여성 창업기업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하여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나아가서는 국가경제 발

전에 기여하고 있다. 여성의 창업기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

로 학술적인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여성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개인적 차원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회인식

과 네트워크가 여성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다.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개

인적 차원의 기회인식과 네트워크 및 여성 창업의도는 

GEM 연구의 AP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변

수는 기회인식은 WorldBank의 데이터 및 네트워크는 ITU
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Ⅱ. 연구 배경

2.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 
기업가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이 역할을 강조한 Shumpeter(1934) 이후로 1970년

대와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Kuratko(2013)는 그의 저서에서 앞으로의 기업가정신 연구

주제 경향성을 몇가지로 나열했는데, 그 중 기업가적 인식

(entrepreneurial cognition)과 여성 창업자 및 소수집단 창업

자(women and minority entrepreneur)등이 있다.
Ács et al.(2014)는 기업가정신이 인프라 구조 및 정책, 제

도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기업가정신을 분명한 시스

템 현상으로 규정하였으며, GEDI지수에서 구성요소를 선

택할 때의 한계점을 데이터 가용성에 대한 제약으로 보았

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론적 통찰력

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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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GEM)는 전세계 49개국(2018년 

기준)의 성인인구조사(APS, Adult Population Survey)및 국

가전문가조사(NES: National Expert Survey)를 통하여 개인 

및 국가 간 기업가정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GEM
연구는1999년에 시작되어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추가되

었으며, 참가국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과
UN(united Nations)에서 각각 구분한 지역별 구분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한다. 필요 창업자 혹은 생계형 창업자

(Necessity-driven entrepreneurs)는 창업을 한 동기가 다른 직

업 선택의 기회가 없어서인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기회추

구형 창업자(Opportunity-driven entrepreneurs)는 창업동기가 

독립성(independence)를 확보하고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함

이며, 시장에서 기회가 있기에 창업을 한 경우를 말한다. 
Ács et al(2007)는 기회형 창업과 경제성장은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대다수의 나라에서 이를 국

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긴다.

2.2 기회인식

Schumpeter(1934)는 처음으로 창업에 있어서의 기회인식

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창업을 존재하던 자원이 창조적

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창업을 통한 창조적 결합과정에서 기술혁신이 수반

하는 기업가의 특성을 '창조적파괴' 라고 정의한다. 기회인

식과 관련된 창업의도 연구들은 기회식별 및 기회인식은 

창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영향요인으로 보고 있다

(Ardichvili et al., 2003; Bird, 1988).
Bandura(1977)는 개인의 기회인식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어떠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 얼마나 성공에 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한

다. Tumasjan et al(2012)는 자기효능감이 기회인식에 상호

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Wilson et 
al(2007)은 창업의지를 이끄는 개인특성 요인으로 창업에 

관한 자기효능감을 꼽았다. 창업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창

업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Boyd & Vozikis(1994)는 이 과정에서 개인에게 기회가 주

어졌을 때 자기 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기업 행동을 시작

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Ozgen & Baron (2007)은 기회인식

과 관련된 정보의 세 가지 원천이 기회인식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모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을 확인한다. 기회 인식에 초점을 두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이 낮을 때보다 기회에 대해 능동적인 검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기업가가 

자신을 더 강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인식하려

는 노력을 촉진 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기회인

식을 개인적 수준과 국가적 수준으로 나누어서 측정 및 

요소로 투입한다.

2.3 네트워킹

기업가적 역량이 기업가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있

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있다(Mian et al., 
2013). 기업진출에 관한 조언과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

원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준다

고 가정한다. 또한 Greve et al(2003)은 네트워크가 중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기업가를 돕는다고 주장한다. 기회

는 역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가에게는 

주변에 변화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다른 사

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요구된다(Gordon, 2007). 산

업, 시장, 기술 등과 관련된 기업가 정신의 근원은 기회에 

대한 정보의 차이에 있다(Shane, 2000). 특히 정보접근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사전지식이 많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접근성이 더 뛰어나다고 본다(변충규 

외, 2018).
Audretsch et al.(2015)는 인프라시설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성에 대한 초기 연구 중 하나이다. 즉 새로운 벤처 사

업을 시작하려는 기업가의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인프라

가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 특히 인프라는 기업

의 기회인식을 용이하게 하는 연결 및 연계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로 인하여 기업가적 활동이 강화된

다는 가설을 OLS 회귀추정식을 통하여 유의한 통계적 결

과로 확인했다. 이처럼 인프라는 초기 기업가를 정보, 지

식 및 통찰력의 주요 원천과 연결시킴으로써 그러한 기회

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 기회와 능력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다고 본다. Shane & Cable(2002)는 서로를 직접 연결하

지 않지만 각 당사자의 직접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할 수 있는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

로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광대역인프라를 국가적 차원

의 네트워크로 본다.

2.4 창업의도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는 가까운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 다(Kruger et al., 2000; 변

충규 외., 2018). 창업의도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행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창업의도는 미창업자들

의 태도와 의지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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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은 높은 위험이 수반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확

고한 창업의도가 있어야 한다. 창업의도는 이러한 계획, 
준비과정의 시발점이 되는 최초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오해동 외(2016)은 창업가의 개인특성과 기업가정신이 창

업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그러나 선행연

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주로 다룬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환경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즉, 창업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환경적 변

수 및 개인적 변수의 상호작용을 함께 분석하는 것을 권

장한다.
창업의도(Entrepreceurial intentions)는 응답자 중에서 앞으

로 3년 이내에 창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을 창업

의도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GEM report, 2018). GEM연구

에서 응답대상자는 이미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하지 않

은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기업가정신과 성에 관련된 문헌에서는 여성 기업가가 남

성보다 더 자주 접하게 되는 장벽과 장애물을 내포한다

(Rosa & Dawson, 2006). 자원에 대한 접근부터 재정적 상

황 및 지원과 조언,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등에서 진입장

벽이 있다고 지적한다. Crant(1996)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

은 창업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Arenius & 
Minniti(2005)는 여성의 창업률이 남성에 비해 낮다고 하였

는데 이는 곧 여성의 창업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한다. GEM은 창업활동 결정구조 모형에서 창업을 둘

러싸는 외부환경이 창업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GEM, 1999). 또한, 반성식 외(2013)는 개인발명가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창업동기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에서 환경적 특성인 사업환경이 

창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GEM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성 창

업의도에 미치는 기회인식과 네트워킹 변수에 대한 영향

을 개인과 국가수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 기업가

정신 연구(GEM연구)는 기업가정신과 국가경제 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비교 연구 프로젝

트이다. Ács et al.(2014)는 인프라 구조 및 정책, 제도와 같

은 국가 차원의 기업가정신을 분명한 시스템 현상으로 보

았으며, GEDI 지수에서 구성요소를 선택할 때의 한계점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각 나라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

(GEM)가 2015년~ 2018년까지 조사한 주요지표를 이용하

여 분석한다(www.gemconsortium.org). 여성 표본을 대상으

로 기회인식과 네트워크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국

가수준의 효과 차이로 규명하고자 한다.
Greenberger et al.(1988)에 따르면 창업은 개인수준의 특성 

이외에 사회적, 재정적, 환경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전통적인 접근방식에서 고려한 모델뿐만 아니라 환경

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3.2 가설의 설정

3.2.1. 기회인식과 여성 창업의도

기회 인식은 인구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식별

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환경은 개인이 그러한 기회에 따

라 행동하도록 가능한가를 측정한다.
기업가가 인식하는 기회의 원천이 다양하며, 기회추구형 

창업자의 창업 선호도는 성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남

성은 여성보다 생계형 창업 대비 기회추구형 창업을 시작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Bhola et al., 2006). 또한 GEM연

구(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서 모든 국가의 기업 

활동률을 봤을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다(Minniti et al., 
2005; Reynolds et al., 2002).
국가수준에서는 인식된 기회의 실행을 제한할 수 있는 

성에 따른 국가별 재산권 및 규제 부담상태를 변수로 활

용한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식별할수 있는 인구의 비율을 성별권리로 측정하

는 것이다. 변수는 두가지로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으로 구

성한다. 재산권 권리 요소는 국가에 의해 전적으로 집행되

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는 개인능

력에 대한 평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수준의 자기효능감에서 비롯된 

기회인식이 개인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가설을 전개하고자 한다.

가설1: 개인수준의 기회인식과 국가수준의 평등한 권리는 

여성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네트워크와 여성 창업의도

네트워킹은 기업가의 개인 지식과 국가 및 전세계의 다

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능력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공적인 벤처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요소이기

도 한 네트워킹을 위한 프록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나

은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가는 더 성공적이며 더 많은 가

능성있는 기회를 식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더 많은 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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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Audretsch et al.(2015)는 광대역과 같은 특정 유형의 

인프라는 고속도로 및 철도보다 인프라에 더 도움이 된다

고 본다. 실증적 분석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며, 특정 인

프라 정책을 사용하여 스타트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일례로 EU의 '유럽을 위한 디지털 어젠다 (Digital 
Agenda for Europe)'는 광대역을 통신 및 ICT 분야의 신생 

업체 및 다른 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간

주한다. 이처럼 광대역 통신 인프라는 고속도로나 철도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물리적 인프라이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의 네트워크의 국가적 수준으로는 ITU데이터를 활용한

다. 개인수준의 네트워킹은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사

업가를 개인적으로 아는 인구 비율 (Know Entrepreneurs)"
로 측정하며 이를 통하여 기업가의 기본적인 네트워킹 잠

재력을 정의한다. 또한 제도적 변수로는 광대역인프라(통
신인프라)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이다.

가설2: 개인수준의 네트워킹과 조직수준의 인터넷연결률

은 여성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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