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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대학생의 대부분은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거나 졸업 후 진로 미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 대학 생활 중 진

로의 선택과 결정, 결정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활동들은 매우 중요하며 대학에서는 진로를 ‘창업’으로 결정한 학생들

을 위해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창업교육은 양적 성장을 하였지만 실제 창업까지는 

한계가 있다. 창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 창업준비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창업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교육이 창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두 영향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에 의한 기회인

식의 매개적 효과를 조사·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지원하는 창업교육의 참여 형태, 교육 만족도, 참여횟수 등 창업교

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창업을 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과 도구구비활동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등 창업준비행동을 분석한

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적 관점에서‘창업교육’이라는 우연한 행동을 기회로 인식하고 창업준비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

계화된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대학의 취업만을 강조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는 창업교육의 질적 성장의 중요성

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창업교육, 계획된 우연기술, 기회인식, 창업준비행동

Ⅰ. 서론

대학생의 대부분은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거나 졸업 후 진로 미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며 

대학에서는 진로를 ‘창업’으로 결정한 학생들을 위해 다양

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에서 창업교

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 교육에 많은 변

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취업만 강조하던 교육 패러

다임 구조 속에서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지속적

으로 창업교육을 확대시키고 있다.

창업진흥원(2019)의 대학창업통계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

면 대학의 창업관련 개설강좌 수는 11,828개 강좌, 41만명

이 수강하며 양적인 성장을 이룬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 

학생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도입 등 

학생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 대학생의 창업인식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조사대상 

1,075명 중 82%의 학생이 졸업 후 진로로써 취업을 선호

하고 있으며 창업을 희망 진로로 생각하는 학생 비율은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학생을 포함해서 

5.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우용·권혜진, 

2017).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업교육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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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사업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생애 기간 중 도전적인 삶의 방식을 구조화하

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중요하다(Testa&Frascheri, 2015). 기

존 창업교육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창업의지, 창업의도 관

계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창업교육을 기회로 인식하고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행동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창업교육이라는 우연한 사건

을 기회로 인식하고 창업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파악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대학에서 창업교육

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대학 창업교육 현황

국내 창업교육은 1980년까지는 경영학 위주의 기업 컨설

팅능력 배양을 위한 중소기업경영론이 주요 교과목이었고 

2000년까지는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지원 차원의 창업 소

개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구직난 해소의 창업활동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론, 중소기업창업론, 중소기업지원체

계론 등이 주요 교과목이었다. 2000년 이후에는 경영학에

서 다루지 않은 실용적인 과목들이 포함되었는데, 창업 관

련 개념, 창업과정의 개요, 창업의 결정요인, 사업 아이디

어 발굴 및 평가, 기술요인, 사업계획서, 자본조달 및 운

영, 개인적 윤리와 창업 등 구체적인 실무교육이 포함되었

다. 2000년대 이후에는 창업학을 독립적인 정규교과과정으

로 운영하였고, 교육과정과 내용 또한 실용적인 프로그램

으로 진화 발전되었다(김흥수, 2015).

대학의 창업교육은 크게 정규 교과와 비정규 교과로 구

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교과는 교양과목, 전공과목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정보공시 기준 기업가정신, 창업

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앙트레프레너십 등 

키워드가 포함되며 학점이 인정되는 과목을 지칭한다. 코

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2020년에 4년제 

대학의 창업 관련 개설강좌는 9.6%, 수강인원 2.7%가 증가

하였으며 창업 강좌에서 전공 9.7%, 교양 9.5%, 창업 강좌 

유형도 이론형 강좌가 14.9% 증가하였다. 창업 비정규 교

과의 경우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 등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현장 및 실습 중심

의 활동의 창업캠프는 감소하였으나 창업동아리 및 창업

경진 대회 등 활발히 활동함을 알 수 있다.

년도

창업강좌 현황

교양과목 전공과목
전체

이론형 과목 실습형 과목 이론형 과목 실습형 과목

강좌 이수자 강좌 이수자 강좌 이수자 강좌 이수자 강좌 이수자 

2019년 4,161 200,093 783 20,322 2,477 71,500 796 15,801 8,217 307,716

2020년 4,781 202,619 634 17,736 2,682 79,436 907 16,371 9,004 316,162

증감율 14.9 1.3 -19.0 -12.7 8.3 11.1 13.9 3.6 9.6 2.7

<표 1> 2019-2020 대학 창업강좌 현황

년도

비정규교과(창업활동)현황

창업동아리 현황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동아리 참여인원 개최횟수 참여인원 개최횟수 참여인원

2019년 4,746 26,956 484 30,288 667 25,233

2020년 4,735 24,009 537 29,477 503 17,273

증감율 -0.2 -10.9 11.0 -2.7 -24.6 -31.5

<표 2> 2019-2020 대학 비정규교과(창업활동) 현황

2.2. 계획된 우연기술

계획된 우연기술이란 계획되지 않은 우연 또는 예측 불

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진로기회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유순화, 2016). 특히 

계획된 우연이론에서 일상의 삶에서 겪게 되는 예기치 않

은 다양한 사건들을 자신의 진로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기술과 전략은 학습에 의해 교육되고 훈련되어질 수 

있다(조정자·이종연, 2017).

Williams et al.(1998)은 우연적 사건은 직업 경로(path)를 

변화시키거나 자아개념을 바꿀 정도로 개인 삶에 유의미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를 하였다. 

Michell et al.(1999)는 예측할 수 없는 우연적 사건을 기

회로 만드는 것이 급변하는 사회와 직업세계에서 우연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계획된 우연’은 

예기치 않은 사건을 개인의 노력에 따라 진로에 긍정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기치 않은 사건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탐색과 다섯 가지 기술

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탐색은 우연을 만들고, 다섯 가지 

기술은 우연을 기회로 변화시켜준다. 호기심, 인내심, 유연

성, 낙관성, 위험감수의 5개의 요소로 구성되며 호기심

(curiosity)은 새로운 학습기회를 탐색하는 것이고, 인내심

(persistence)은 좌절에 부딪히더라도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다. 유연성(flexibilty)은 태도와 상황 등에 따라 변화가 가

능한 것이며, 낙관성(optimism)은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며, 위험감수(risktaking)는 

불확실한 결과에도 두려움 없이 행동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계획된 우연기술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인

식하고, 창조하여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활용하는데 있어

서 필수적인 개념이다(Mitchel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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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회인식

기회란 창의적으로 자원을 조합하여 높은 가치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가능성을 의미

한다(Kirzner, 1973).

기회인식이란 창업가가 순간의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심

사숙고와 통찰력을 통해 선별한 정보와 추가정보들을 새

로 수집하여 다시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여 새로운 

지식의 창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

다 (Timmons, 2004).

Ardichvili et al.,(2003)는 기회를 인식하고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인 창업가의 능력이며 경쟁우위의 원천이다(Alvarez 

& Busenitz, 2001). 또한 기회를 인식하고 그 가치의 선별 

한다면 창업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이고 유리한 상황이 조

성 될 수 있다. 따라서 기회를 식별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

해 경쟁력 있는 기회를 선택하는 것은 성공한 창업가의 

능력 중 가장 중요한 능력 이라고 할 수 있다(Stevenson et 

al., 1999).

George et al.(2014)는 180개의 기회인지 관련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가지 요인으

로 크게 체계적 검색, 기민성, 사회적 자본, 사전 지식, 개

인적 특성, 환경적 조건을 제시하였다. Ardichvili(2003)는 

기회 식별 및 개발 이론(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theory)을 통해 기회인식·개발 과정에서 기민성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Baron(2006)은 사전지식과 기민성, 

능동적 탐색을 기회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들로 제시하였다.

최민정(2017) 등은 창업교육이 기회인식 및 평가에 미치

는 영향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기회인식과 기

회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원희(2019)는 창업의지에 앞서 함양되어야 할 기업가적 

기민성과 기회인식에 대해서 창업교육으로 강화 될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회인식을 창업기회를 인식하고 그 기회 

가치의 높·낮이를 포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2.4. 창업준비행동

창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진로준

비행동으로 연구된다(김봉환․김계현, 1997; 이제경․김계현, 

1997; 장기명, 1998; 최동선․정철영, 2003).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의 진로목표달성 과정에서 실패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

인 행동적 노력을 의미하며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

을 위해서 진로결정 이후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진로준비행동이라고 한다(Speas, 1963). 따라

서 창업준비행동은 진로준비행동에서 강조하고 있는 차원

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창업 정보를 수집하고 창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조건 갖추기, 사전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모든 행동 등을 지칭한다(이예진·이기학, 2010).

윤지영․이은정(2013)의 연구에서는 창업 프로그램이나 창

업동아리 참여, 창업정보 수집, 창업지식 교환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얻어지고 창업을 위한 정보탐색 활동으로 정

의하였다.

박종범(2020)은 창업준비행동을 창업(진로)정보를 다양하

게 수집하는 정보수집활동, 창업(진로)과 관련하여 적극적

인 행위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인 창업탐색활동, 창업(진

로)관련 전문가 멘토링 또는 창업(진로)관련 기술이나 기

능을 익히는 체험준비활동으로 구분하였다.

Ⅲ.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창업교육과 기회인식에 대한 연

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창업교육과 창업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에서 

주로 다뤄진 계획된 우연기술이 창업교육과 기회인식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교육이 창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우연적 계획기술에 의한 기

회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

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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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대학생의 창업교육은 기회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대학생의 창업교육은 창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대학생의 기회인식은 창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4: 대학생의 창업교육은 기회인식을 매개로 하여 창

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대학생의 창업교육과 기회인식과의 관계에서 계획

된 우연기술이 조절할 것이다.

가설6: 통합적으로 대학생의 창업교육과 창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기회인식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다중 회귀 분석

본 연구의 표본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수집된 자료로 기초통계량을 확

인하고 탐색적인 요인 분석으로 측정도구 분석을 진행한

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여 측정도구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다중 회

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 연구가설 분석 및 

조절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한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창업교육이 창업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계획된 우연기술에 의한 기회인식

의 매개적 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해 보는데 있다. 현재 표

본 집단 데이터에 대한 실증연구 분석 단계이며 추후 연

구를 통해 대학생의 창업교육 수강 경험이 창업 창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기회인식의 매개효과, 계획된 우연기

술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설정에 있어 취업교육이 만

연한 교육 패러다임에서 창업준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

학 창업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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