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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인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난이 공통적인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고용률은 

OECD국가의 2019년 평균 고용률에 비해 10%이상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청년층 취업난의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 창업이 오랜 기간 동안 장려되고 있으며,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이 이루어지며 대중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의 효과 및 필요성을 확인하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창업에 대한 인식과 창

업률은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창업 이후에도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한 현실과 이를 둘러싼 환경적 난

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감정적 관점에서의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감정요소 중에서는 창업열정과 즉흥성을 매개

효과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창업교육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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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청년실업률은 2020년 이후 9% 이상으로 상승하였으

며, 청년층 체감실업률 지표 또한 2015년 21.9%에서 2020

년 25.1%로 대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KERI 유진

성, 2021). 세계적인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난 또한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고용률은 2019년 43.5%로 OECD국가의 2019년 평균 고용

률인 53.9%에 비해 10%이상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극심

한 청년 취업난을 보여주고 있다(유진성, 2021).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 창업이 오랜 시간 장려되어 오고 있으며,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이 이루어지며 대중적인 교육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불어 창업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창업 지원은 물론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서의 창업교육

이 구심점이 되고 있으며, 국내 대학은 물론 창업 전문 교

육 기관에서 운영되는 창업교육 커리큘럼의 단편적 또는 

단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선행 연구에서 

극복해야 할 한계점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최종

인·양영석, 2012; 김윤선·이일한, 2022), 대학에서의 창업교

육의 효과 및 필요성을 확인하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이재석·이상명, 2015; 김윤선·이일한, 2022). 

이는 창업학문의 발전과 더불어 창업교육의 효과성이 사

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창업교육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학점 취득을 위해 창업과목을 

수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교육의 주요 목표는 창업과 

관련한 전문 지식의 습득과 창업을 하는 것에 긍정적이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창업기회의 포착은 물론 창업

의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창업과정(entrepreneurial process)의 

이해를 증가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Li & Wu, 

2019; 김윤선·이일한, 2022). 둘째, 경영교육과 유사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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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방식으로 창업교육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많은 창

업 관련 교육에서 경영교육과 비슷한 커리큘럼이 제공되

어, 창업교육의 운영에 혼선을 미치므로 창업교육만의 특

성과 목적을 전달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경영교육과 명

확한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다(김윤선·이일한, 2022). 이

러한 창업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유의미한 연구로 

경영교육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창업교육을 다차원적으

로 구분하여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진행되었다(한가록·이재은, 2021; 김윤선·이일한, 2022). 그

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지원 수준, 창업기회 등을 조절

변수 또는 매개변수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변수는 감정

적인 측면이 아닌 환경적, 인지적 측면을 반영한 사항이

다. 창업교육의 주요한 목적은 창업교육을 통해 후천적으

로 창업가가 육성시킬 수 있으며(Garavan & O’Cinneide, 

1994; 이재석·이상명, 2015; 김윤선·이일한, 2022), 개인이 

기업가가 되는 것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

(Walter & Block, 2016). 따라서 개인의 본래 타고난 감정

적인 측면이 창업교육을 받을 때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영향력에 

대한 논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창업교육이 감정적 요

소인 창업열정과 즉흥성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순간부

터 창업 이후에도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한 현실과 이를 

둘러싼 환경적 난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감정적 관점

에서의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감정요소 

중에서는 창업열정과 즉흥성을 매개효과로 창업의도에 미

치는 창업교육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견뎌내고 인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불확실성에 

인내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2.1. 창업교육

선행연구에서 개인이 미래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기회

를 식별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연구가 주축

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거론

되고 있으며(Venkataraman, 1997), 이 프로세스는 주로 전

략적으로 계획된 기회 식별 순서와 평가 및 실행으로 설

명되어 왔다(Shane & Venkataraman, 2000). 기업가정신은 

원래 불어의 기업가(entrepreneur)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으

며 ‘중간자’라는 의미의 청부업자를 뜻하는 용어였는데, 

혁신적이고 관리적 역량의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로 사용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새로

운 기술과 혁신을 도모하는 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혁

신, 성장, 창의성, 위험추구, 특이함, 적극적 행동 등이 기

업가 정신의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근본

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고 자원을 조직화하려는 적극적인 의

도를 가지고 있다. 성공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구현하기 위

해서는 지속적인 혁신, 조직관리 및 시간 관리능력, 인내

력, 풍부한 창의성, 도덕성, 목표설정 능력, 리스크테이킹, 

정보관리, 해결대안 제시능력, 창조성, 의사결정능력 등이 

요구된다. 이는 창업행동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모델로 

보이지만, 종종 기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매우 불확실하

고, 참신하며 난류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가들이 어떻게 행

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는 완벽하지 못하다(Baron, 

1998).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Cardon et al.(2005)은 

사업 설립 과정을 잘 알려진 양육 과정과 비교하고 기업

가정신 과정을 감정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Donnellon et al.(2014)에 따르면 대학의 창업 교육

과정을 추적한 결과,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정

체성을 구축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학의 창업교육은 자신의 진로 설계를 하며 새로운 

가치창출을 향한 도전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

하기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을 주요한 교육목적으로 이루

어 질 것을 주장하였다. 기업가정신 분야의 대표적 연구자

인 미국의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새

로운 생산방법과 새로운 상품개발을 기술혁신으로 규정하

고, 기술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앞

장서는 기업가를 혁신자로 보았다. 여기서 기업가정신이란 

기업가가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모함에 있어 위험을 감

수하고 도전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하는 의식을 일컫는다(김윤선·이일한, 2022). 

Bechard & Toulouse(1998)는 비즈니스 창출, 소기업개발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 훈련, 교육 등을 제공

하는 형식화된 가르침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외의 많은 대학들은 창업과 관련한 강의와 학과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실무적인 역

량을 갖출 수 있도록 창업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고

등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은 공공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핵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창출하

는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만족을 통한 경

쟁력을 배양해야 한다(강만수·하홍렬, 2011). 이러한 창업

교육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매우 중요하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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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직접적으로 혹은 다양한 매

개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검증에 대한 시도가 요구되고 있

다(Fayolle & Gailly, 2015; Nabi et al., 2018; 김명숙 외, 

2021). 국내에서는 김명숙 외(2021)가 창업교육에 대한 실

증연구 총 112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검토(comprehensive 

review)를 진행한바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보다 

객관화하였다. 또한 오현성 외(2020)는 기존 창업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변수를 중심으로 접근한 것과 달리 사

람중심 접근법을 활용하여 창업교육동기를 분류하였으며, 

동기특성을 다면적으로 반영한 창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

임을 제시하였다. 창업교육의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는 개인이 창업가의 역할을 수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며, 교육생들이 모험심과 정

열을 지니고, 스스로 무언가를 개척해 나가는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가 역할에 필요한 열정을 성공적으로 끌어내

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정인·이일한, 2014). 

창업교육이 일반적인 경영교육과 같이 사업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개념적 특징을 보이기도 하지만, 학습 자체

의 맥락보다는 실제에서의 활용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

는 방식의 변화가 수반되고 있는 이유이다(김윤선·이일한, 

2022).

이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에서의 창

업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역할과 효과를 종합하여 보면, 창

업교육을 통해 대학생의 창업행동에 대한 실행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창업과 기

업 운영 과정에서 맞이하는 불확실하고, 환경적 난류를 극

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교육을 감정적인 관점에서 논

의하여 학생들의 기업가적 정체성의 구축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2.2. 창업열정

창업가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인해 사

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이를 추구하는 동안에 꿈을 놓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결과가 상당기간 좋지 않더라도 열

정을 잃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Cardon et al., 2005). 창업을 

시작하거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기업가에게 필요한 

요인으로 노력, 능력, 지식과 열정을 꼽을 수 있으며, 그 

중 열정은 실패한 기업가와 성공한 기업가를 구분하는 요

소 중의 하나이다(Fellnhofer, 2017).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은 행동을 하겠다는 동기부여라는 열망(desire) 

없이 수행되지 않는다(Perugini & Bagozzi, 2001). 실질적인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로서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같이 의식적인 행동

의 한 형태, 의지적 통제 하에 개인의 의사 결정과 행동, 

관념에 집중하고 있다(Londono et al., 2020). 반면에 열정

은 주로 도박, 로맨스, 스포츠, 인터넷 사용과 같은 수많은 

비업무 활동의 맥락에서 열정이 연구되었으며, 비이성적 

측면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심리적, 정서적 결과로 이어

지는 것으로 입증되었다(Amiot et al., 2006; Mageau et al., 

2005; Rousseau et al., 2002; Seguin-Levesque et al., 2003). 

비슷한 맥락으로 자신의 소명에 대한 열정적인 신념이 목

적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생명을 포함하여 모

든 것이 대의를 위해 희생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테러리스

트의 경우를 볼 수 있다(Cardon et al., 2005). 열정은 기업

가정신의 핵심으로 간주되며, 비즈니스 창조 과정과 그 결

과뿐만 아니라 창업행동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Cardon et al., 2013; Santos & Cardon, 2019). 

Vallerand et al.(2003)은 열정은 동기를 촉발하며 행복을 

향상시키고,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

였으며, 열정의 이원론적 모델을 개념화하여 조화 열정과 

강박 열정을 구분하여 다차원적 차원에서 열정을 살펴보

았다. 이를 통해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이 지각 및 정서, 감

정적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율

성과 유능성은 자율적인 내재화의 동기로서 조화열정을 

형성하게 하며, 관계성은 통제적인 내재화의 동기로서 강

박열정을 형성한다고 보았다(Vallerand et al., 2003; 박재홍, 

2021).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창업열정은 창업을 하

기 위한 과정과 창업이후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동기적, 

정서적 요인으로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열정을 긍정적

으로 작용하게 하여 한 가지 목표를 열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창업의도로 이어지는 추진력을 

갖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하겠다.

2.3. 즉흥성

즉흥성(Improvisation)은 본래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생

각한 것을 계획 없이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일컫는데 

이는 창업가들이 어떻게 전략적 계획을 하고, 인지적 편향 

및 휴리스틱에서 벗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Frame work)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기업가정신 이론을 

확장한다(Hmieleski & Corbett, 2006). 이는 질문의 방향 또

는 행동의 전개를 알지 못한 채 가능성을 탐색하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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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실험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Frank, 1998). 

기존의 즉흥성에 대한 개인의 성향과 창업의도 사이의 긍

정적인 관계를 입증하는 실증 연구 결과는 창업가들이 실

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휴리스틱 사고(Heuristic thinking)에 

더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Hmieleski & Corbett, 

2006). Hmieleski & Corbett(2006)은 즉흥성을 변화, 특히 고

도의 성장 산업에서 운영되는 새로운 벤처들이 공통적으

로 직면하는 동적 조건에서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

적인 행동 전략으로 보았다. 또한 즉흥적인 활동은 조직의 

문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무 프로세스에 통

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창업 과정(entrepreneurial 

process)에서 즉흥성은 중점적으로 고려되며, 이를 통해 즉

흥적인 성향과 기업가적 의도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확

인 되었으며, 즉흥적인 성향에 따라 기업가적 기회를 찾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Hmieleski & Corbett, 2006).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즉흥성은 변화에 대처

하기 위한 효과적인 행동반응으로 창업 활동에서 직면하

게 되는 여러 상황을 창업교육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유의

미한 추진력을 갖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하겠다.

2.4. 창업의도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새로운  창업을 시

도하거나 기존의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창업에 

대한 행위 또는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Fishbein & Ajzen, 

1975), 창업을  일으키기 위한  욕구  또는  희망  등  창

업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이라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Tran & Korflesch, 2016). 창업의도와 관련된 선행 연

구는 주로 창업교육 및 동기에 따른 창업의도를  중점으

로  연구되었다(Wilson et al., 2007). 창업의도의 선행요인

으로 기업가정신이 주요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창업교육을 

통해서 기업가정신이 향상되므로, 창업교육의 전문성은 창

업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창업의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김윤선·이일한, 2022; 한가록·이재은, 

2021). 이를 통해 창업가는 새로운 벤처를 만들고 운영하

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의도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

라 비(非)창업가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채거나 무시

하지 못하는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적시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Dutta et al., 2011). 

창업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창업교육을 통해 

실제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연결되는지에 여부이며, 이를 

위해서는 창업교육을 통하여 관련지식의 습득만이 아니라 

향후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이혜진·김진수, 2019). 따라서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기업가적 의도를 증가시키는데 어떻게 그리고 

왜 작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메커니즘(mechanism)을 조

사함으로써 창업 과정(entrepreneurial process)을 더 잘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Li & Wu, 2019).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고자 창업교육을 통해 대학생의 창업행동의 실

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창업열정과 즉흥성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열정과 즉흥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

이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설정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각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연구의 가

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3.2.1. 창업교육과 창업열정

Donnellon et al.(2014)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에서의 창업

교육이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에 도

움이 되며, 이때 창업열정은 기업가가 강한 정체성을 경험

함으로써 발생하곤 한다(Murnieks & Mosakowski, 2006). 또

한 Li & Wu(2019)는 학생들이 창업교육 과정에서 높은 수

준의 팀 협력을 인식하는 경우에 자기 동기적요인인 자기 

효율성과 열정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창업교

육에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창업교육은 창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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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창업교육과 창업열정의 관계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창업교육은 창업열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2.2. 창업교육과 즉흥성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 과정을 수강한 대학생들은 압박

감을 덜 느끼며, 취미로 사업을 즉흥적으로 시작할 가능성

과 이를 통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이를 수

강하지 않은 MBA 학생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선행연구

를 통해 확인하였다(Hmieleski & Corbett, 2006).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창업교육은 즉흥성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창업교육과 즉흥성의 관계에 대

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창업교육은 즉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창업열정과 창업의도

Cardon et al.(2009)는 창업열정이 기업가정신의 결과를 조

정하는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고자 개념 체계를 이론화하

였으며, 창업열정 모델에서 창업열정이 기회를 식별함에 

있어 기업가적 효율성(Entrepreneur’s effectiveness)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팀 협력을 

인식하는 경우에 자기 효율성과 열정에 더 집중할 수 있

으며, 기업가적 자아 형성과 창업열정에 대한 창업교육의 

효과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창

업교육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

구 결과로 이어졌다(Li & Wu, 2019).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창업열정은 창업의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창업열정과 창업의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창업열정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2.4. 즉흥성과 창업의도

즉흥성에 대한 개인의 성향과 창업의도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입증하는 연구들은 기업가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

들에 비해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휴리스틱 사고에 

더 기울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Hmieleski & 

Corbett, 2006). 즉흥적인 행동을 하며 압박감을 덜 경험하

고 취미로 사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즉흥성은 창업의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즉흥성과 창업의도의 관계에 대

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4: 즉흥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연구 변수들의 개념적 

정의를 재정립하고, 선행연구의 측정항목으로 설문문항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변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문항

수

창업교육

삶의 설계와 실전 창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하여 미래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역량을 두루 

가르치는 창업 관련 교육

- Walter & Block(2016)

- 정헌배(2017)

- 이혜진·김진수(2019)

- Hmieleski & Corbett

(2006)

- 김정인·이일한(2014)

- 한가록 외(2021)

한가록·이재은(2021)

김윤선·이일한(2022)

10

창업열정

창업의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의 역경에 맞서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열망에 대한 정도

- Cardon et al.(2009)

- Li & Wu(2019)
5

즉흥성

창업 전 과정의 의사결정과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서의 즉흥적인 

성향의 발휘 수준

-K.M.Hmieleski & A. C.

Corbett(2006)
6

창업의도

현재는 물론 미래에 

자발적으로 창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 

실천의지의 정도

- Chen(2006)

- Yusof et al.(2007)

- Li & Wu(2019)

- 옥준우 외(2020)

김윤선·이일한(2022)

8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각 변수의 정의를 재정립하여 연구

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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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모형은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대학생이 지닌 창업열정과 즉흥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

정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의 4년제 

대학인 C대학교, S대학교, ST대학교, S여자대학교에서 창

업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

사는 2021년 9월 22일~10월 21일 약 한 달 동안, 온라인으

로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에 C대학교 74부, 

S대학교 28부, ST대학교 35부, S여자대학교 32부를 각각 

회수하여 총 169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답변에 충실하지 

못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167부의 설문지만 유효자료로 

인정하고,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Ⅴ. 실증분석 결과

5.1. 표본특성

본 연구 샘플의 표본의 특성을 요약하면 남학생 34명

(20%), 여학생 133명(80%)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학

년은 1학년 58명(35%), 2학년(32%)로 나타나 고학년 학생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족 중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는 

78명(47%)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

이 100명(60%)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여전히 대학생에게서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학문의 보

조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창

업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높고, 저학년의 

학생이 수강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창업교육

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응답자(수) 비율(%)

성별
남성 34 20.35

여성 133 79.64

학년

1학년 58 34.73

2학년 54 32.33

3학년 23 13.77

4학년 10 5.98

5학년 22 13.17

가족의

창업경험

유 78 46.7

무 89 53.29

창업활동

경험

유 57 34.13

무 110 65.86

창업교육

받은 적

유 100 59.88

무 67 40.11

<표 2> 표본의 특성

5.2. 측정모델평가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변수에 대한 척도의 신뢰성 검

증은 표준화된 데이터들이므로 평균상관관계에 근거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고자한다. 연구의 변수 사이의 

판별타당성 및 관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한다. 또한 최종분석에 사용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3.0을 이용한 구조모형 검

증을 실시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연구의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개별적인 가설 검증과 함께 연구 변수

들의 관계를 모두 포함한 모델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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