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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직업성격유형이 창업의지 및 직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김 홍(호서대학교 교수)*

국 문 요 약

창업은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고 사회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키고 실

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 창업은 성장과 고용간의 선순환 구조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의 안정․지속성장 토대를 

제공하며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책일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직업성격유형에 따라서 직업의식과 창

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금번 연구의 회귀 분석 결과 직업성격유형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각각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업성격유형은 직업가치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며, 직업가치는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

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직업가치요인별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자아실현, 안전성, 권력, 독립성, 사회봉사, 지도

성 항목이 보다 더 창업의지와 유의적인 관계가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생 창업의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격유형별로 적합한 창

업아이템 선정과 선택적 창업 교육방안을 수립하고 적절한 시기에 창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핵심주제어 : 창업, 성격유형, 창업의지, 대학창업

Ⅰ. 서론

최근 들어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의 문제가 끊임없이 회자되

고 있다. 실례로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시장 연차보고서

에 따르면, 세계 전체 실업률은 2007년 5.4%에서 2012년에 

5.9%로 악화됐다. 또 향후 정책적 변화가 없다면 2015년에는 

전 세계 실업자 수가 현재 2억 명에서 총 2억800만 명으로 

늘어나, 실업률은 6.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한국의 실정은 더욱 참담하다. 2006년 이후 청년층 

인구 감소 폭 대비 청년층 취업자 가속 폭이 상대적으로 커

서 노동 공급이 노동 수요를 웃돌고 있다. OECD 국가 중 

15~24세 실업률이 매우 낮은 국가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고

학력 청년층의 노동력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하여 중소제조기

업에서는 구인난을 경험하면서도 청년 구직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창업은 개인적 관점에

서 보면 개인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고 사회적으로

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키고 실업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창업은 

성장과 고용간의 선순환 구조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경

제의 안정․지속성장 토대를 제공하며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

여할 수 있는 최선책일 수 있다. 

경영학자 슘페터는 기업가정신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 하

고 창업과 도전 정신이 경제에 온기를 돌게 하는 대동맥이라

고 한 바 있다.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청

년창업의 붐을 이루고 2000년대 이후 창업시장의 제2의 엔진

이 켜질 수 있도록 정부, 대학, 지자체, 대학생 모두 일치단

결하여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2013년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창업동아리 수는 '13년 

1,833개(회원 수 22,463명, 보유대학 190개)로 전년대비 50% 
증가하는 등 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

로 나타났고 실전 창업 강좌도 '13년 135개 대학에서 1,051개 

창업 강좌를 개설하여 전년대비 86개 강좌가 증가하였고, 수

강인원만도 48,747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1.6%에 육박하는 수

준에 이르고 있으며, 청년창업 TREND 변화에 맞추어 창업선

도대학 확대, 프로젝트 위주 창업동아리 지원, 실전 창업아카

데미 확대, 창업전담조직 설치 등을 통해 대학 청년창업을 

촉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직업성격유형에 따라서 

직업의식과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이는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담당하고 지도하

는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며 교과부의 창업 발전 정책 개선

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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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2.1 직업성격

2.1.1 의미

직업성격은 Holland가 인간의 성격유형에 관심을 두고 연구

하고 성격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직업선택, 직업계획, 직업만족으로 연구가 확장되면서 최근에

는 창업, 경영과 관련하여 직업성격을 연구하는 움직임이 나

타나고 있다. 
  

2.1.2 유형

직업성격유형은 Holland가 1959년부터 1998년까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직업성격유형을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는 4가지 가정을 적용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고, 생활환경도 마찬가

지로 분류할 수 있고, 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발휘하

고 가치를 표현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 환경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과 환경의 상

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이다. 

구 분 특성 직업군

현실적

유형

기술적, 대인관계 부족, 직선적,

고집, 남성적, 솔직함, 성실,

지구력, 건강

기술자, 엔지니어,

기계, 운동선수 외

탐구적

유형

과학적, 탐구심, 논리적, 내성적,

반복적인 일 무관심, 소극적

이학자, 수학, 과학,

물리, 의사

예술적

유형

개방적, 상상력 풍부, 감수성 강함,

독창적, 개성, 창조 표현

예술가, 음악가,

사진가, 작가, 미술가,

예체능

사회적

유형

사람을 좋아함, 친절, 이해심 많음,

재치, 따뜻하고 협동적

교사, 사회복지가,

종교자, 임상,

상담치료사

설득적

유형

말을 잘함, 논리적, 통솔력,

리더기질, 경제적, 책임감, 자신감,

외향적, 낙천적

기업가, 정치가, 판매,

보험회사원, 영업사원

관습적

유형

정확, 수리에 강함, 조심성,

계획적, 순응적, 방어적, 책임감

공인회계사, 비서,

은행원, 프로그래머

출처 : Holland(1992)& Kim(2011) 참고로 저자 정리

<표 1> Holland 6가지 직업성격유형

2.2 성격이론

2.2.1 성격 의미

성격은 라틴어 Per과 Sonare에서 나온 것으로 고대 그리스어

로 배우들이 연극할 때 쓰는 가면을 의미했다고 한다. 성격

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과 품성으로 환경에 대해 

특정한 행동 형태를 나타낸다. 이것이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체계로 개인이 가진 남과 다른 자기만의 행동 양식으로 표출

된다. 이는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여

기에는 신체적, 지적, 기질적 특성 및 흥미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성격은 환경 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성격은 다양하게 정의되었는데 Ha(2001)은 성격이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개인이 취하게 되는 피상적인 사회적 이미

지를 나타내고 사회적 이미지란 그가 주위 사람들에게 표명

하는 공적성격을 뜻한다고 하였다. 
또한 Allport(1961)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의 대부분 측면들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을 지니고 있고, 확신하고 매우 일반화된 

성향을 주특성이라고 하면서 성격은 특성, 태도, 가치, 동기, 
경험을 통합하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McClelland(1951)는 성격은 개인의 행동의 세부사항들

에 대한 가장 적절한 개념화라고 하였다.  

2.2.2 성격이론

2.2.2.1 MBTI

MBTI에서는 성격유형을 심리태도를 외향적 태도(E)와 내향

적 태도(I)로 나누고 심리기능을 감각(S), 직관(N), 사고(T), 감
정(F)로 나누어 MBTI(Myer briggs type indicator)로 정리하였

다. 이는 심리태도와 심리기능을 조합하여 8가지 심리유형을 

크게 분류하고 기질을 분석하였다. 조성환(Jo, 2002)의 교재에 

따르면 MBTI는 Jung의 심리유형론은 근거로 하여 Katharine 
Cook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보다 쉽게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이다. 
Jung은 인간행동이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이 인식하고 

판단하는 특징이 다르다고 하였다. 인식과 판단에 대한 Jung
의 심리적 기능이론, 인식과 판단의 방향을 결정짓는 Jung의 

태도이론은 바탕으로 하여 제작된 것이다.  

2.2.2.2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은 그리스어로 9개의 짐을 뜻하고 인간의 9가지 

성격 유형을 의미한다. 김현수(Kim, 1999)는 애니어그램에 대

해 1910년대부터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며 러시아 출신 구르지

에프(Gurdjieff)에서 출발한 신비적 상징론의 유형이 대표적이

고 후에 미국에서 헬렌팔머(Helen Palmer)가 산업적 취향의 

애니어그램 이론을 발전시켜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

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심리학계, 상담, 정신치료, 교육 

등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9가지 유형은 완벽주의, 조력자, 
성취자, 개인주의, 탐구자, 충실한 사람, 열정적인 사람, 도전

적인 사람, 평화주의로 나눌 수 있다. 애니어그램의 성격유형

론은 인간 의식의 지도를 성격에서부터 의식적 변화에 이르

기까지 포괄하는 자기관찰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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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선행연구

박지인(Park, 2013)은 대학 내 창업업무 종사자의 성격유형

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성격유형별로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다는 검증을 통해 사고형감정형 유형과 판단형인식

형 유형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

무만족도의 차이 검증에서는 대학경영정책, 직무자체, 근무조

건, 승진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직무만족도가 직

무자체 항목이 높게 나타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고주애(Ko, 2012)는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따른 사

회복지기관 중간관리자의 슈퍼비전 특성 분석 연구에서 애니

어그램 성격유형별로 특성을 찾고 성격 유형의 공통점과 성

격 유형에 따른 스타일을 정리한 바 있다. 그는 성격 유형을 

설명함에 있어 관점을 힘의 중심에 의한 분류, 자신이 원하

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식에 의한 분류, 내적 갈등을 해

결하는 사회적 방식에 의한 분류,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착

각하는 분류로 나뉘어 설명하였다. 

2.3 직업가치

2.3.1 의미

Rokeach(1973)는 가치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선호

하는 행동양식이고 개인이 인생에서 도달하려는 노력하는 최

종적인 상태라고 하였다. Murray(1938)는 행동의 영역에 영향

을 주는 바람직함에 대한 인식으로 개인의 내적 욕구가 외적 

압력에 의한 조정을 거쳐 의식의 영역에 표출된다고도 하였

다. 이영란(Lee, 2003)은 특정 목표 수단 및 양식의 선택에 영

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유하게 소유하고 있는 바람

직한 것에 대한 명시적 개념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김수

정(Kim, 2012)은 한 집단이 공유하거나 적어도 가장 유력하게 

유지되는 가치로서 복합적이며 일정한 유형을 갖는 원칙이라

고도 한 바 있다. 
한편 Judge & Bretz(1992)는 가치라는 것을 무엇이 옳고 그

른가에 대한 고유하고 일관된 관점으로 이러한 관점이 직업

에 적용된 것이 직업가치라고 하였다. 그리고 Zytowski(1987)
는 직업가치라는 말을 대신해서 직업적 속성에 대한 선호

(Occupational Attribute Prefer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2.3.2 유형

직업가치 유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Rounds(1981)는 직업가치의 하위 영역을 능력발휘, 성취, 다양

성, 보수, 안정성, 근무조건, 독립성, 발전인정, 권위, 사회적 

지워, 동료, 사회봉사, 도덕가치, 기업정책, 인간적 상사, 창의

성, 자율성, 책임감으로 구분하였고, Nevill & Super 외(1986)
는 현저성 검사와 가치 척도를 제시하면서 진로의 측면에서 

가치에 접근한 바 있다. 가치척도 항목으로는 능력발휘, 심미

성, 자율성, 창의성, 경제적 보상, 개인적 발전, 사회적 상호

작용, 근무조건 등을 가치기대척도로 사용한 바 있다. 또한 

Mortimer & Lorence(1979)는 존경, 승진, 보수, 사회공헌도, 대

인화동 기회, 능력발휘 기회, 흥미, 독립성 발휘를 직업가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한 바 있다. 

2.3.3 선행연구

직업가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김치성(Kim, 2012)
은 직업가치와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공인자격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직업가치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외적 가치가 높을

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을 검증하였다. 공인자격 확보 

여부도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아르바이트 

경험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엄태성(Eum, 2009)의 연구에서는 직업가치와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잠재창업자와 예비창업자 모두 내적 직업가치에서 

유의성이 나타났다. 또한 김언희(Kim, 2012)는 경력단절 여성

의 역할지향성에 따른 직업가치 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연구

에서 배우자, 작업자, 부모의 역할 개념을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하였고, 역할지향 군집별로 직업가치와 진로 준비행동에

서 차이가 났음을 검증하였고, 슈퍼우먼형 집단에서 직업가

치 인식의 평균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

로준비수준이 잠재형 경력단절 여성의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

났는데 경력단절 여성 중 77.6%의 여성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2.4 창업

2.4.1 창업

2.4.1.1 의미

창업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먼저 

Vesper(1980)는 자원, 노동, 재료, 자산을 결합해서 이전보다 

가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켜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

해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Ronstadt(1985)는 창업은 “빨간 

신호등 앞에서도 때로는 이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것”과 같다

고 정의한 바 있고, 이는 “스스로 사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로 여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창업은 부가적 부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과정으

로 자산, 시간, 직업에 대한 헌신 등 위험감수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한편 국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이다.  
1986년 미국의 기업가협회에서는 창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

이 발표하였다.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능력

에 따라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안정보다는 

기회를 택하는 것, 보장된 삶보다는 삶에 대한 도전을 선택

하는 것이라고 위험 성향이 강한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기 위



김홍

258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9 No.5

해 창의적이고 모험적이며 적극적인 경력 욕구를 의미하고 

통제된 자원에 제한 없이 기회를 추구하는 모험가적인 정신

이라고 하였다.  

2.4.1.2 요소

창업 요소는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자, 아이디어, 자
본의 3요소를 일컫는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창업의 3요소

출처 : 저자 작성

2.4.1.3 유형

창업유형은 내용에 따라 소규모 사업과 벤처기업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소규모 사업은 미국의 법령에 의하면 소규모 사

업을 창업자나 소유주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종속적으로 

지배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벤처기업 창

업은 첨단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협회를 통해 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법류

적 형태로는 개인기업, 법인기업, 합명기업, 유한회사로도 구

분할 수 있고 업무 내용에 따라 소호 1인창업, 지식서비스창

업, 기술창업, 프랜차이즈,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4.2 창업의지

2.4.2.1 의미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sion)는 잠재적 창업가가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에

서 중요한 것은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이 있으려면 창업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와 경험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창업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창업 결정과 행동이 있으려면 창업의

지, 즉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야 한다. 창업의지

는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고 창업의 첫 단계이다. 여기에서 

중시되는 요소는 개인의 태도와 경험,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

크 환경이 중요하다. 

2.4.2.2 선행연구

새롭게 설립될 기업의 문화와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

할을 하는 것이 창업의지이며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

인 개념으로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오영미(Oh, 2013)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이 창업의지

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며 교육만족도가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분석 한 바 있다. 특히 교육내용 만

족도, 교육강사 만족도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서정훈(Seo, 2013)은 연구를 통해 대학졸업생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성취욕구, 자기

효능감, 혁신성, 개인역량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율지

향성과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침을 검증한 바 있다. 이지우(Lee, 2000)는 자율욕구, 개

인 통제욕구 등과 관련하여 연구된 바 있다. 
그리고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의 초점은 개인특성, 심리특성, 

환경특성에 관심을 두었다가 최근에는 동기부여, 기술력, 비

전, 목표 등까지 확대되어 창업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개인특성 중 성취욕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취욕

구에 대해 연구한 학자는 Murray(1938)가 있는데 그는 어떠한 

것들을 신속하고 가능한 한 잘 이행하려는 바람이나 심적 경

향으로 성취 욕구를 정의하고 있다. 창업가는 높은 성취 욕

구를 가지고 있고 위험에 대한 극복 의지가 높은 위험감수자 

일 가능성이 높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

임지는 상황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과에 대한 피드

백을 제공받는 것을 원하고 성취욕구와 피드백은 밀접한 관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실증 연구

3.1 연구모형

독립변수 요인은 Holland의 6가지 직업성격유형으로 구성하

고 직업가치는 Centers(1949)에 의해 10가지 요인으로 하였으

며 종속변수인 창업의지 요인은 엄태성(Eum, 2009)의 선행연

구를 참고하여 의지력과 실행력으로 구성하였다.  

직업성격유형

설득적 유형

사회적 유형

현실적 유형

탐구적 유형

예술적 유형

관습적 유형

창업의지            

의지력

실행력

직업가치

<그림 2>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가설 1. 직업성격유형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

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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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1-1. 현실적유형 요인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2. 탐구적유형 요인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3. 예술적유형 요인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4. 사회적유형 요인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5. 설득적유형 요인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6. 관습적유형 요인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직업성격유형은 창업의지 중 의지력에 긍정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1. 현실적유형 요인은 창업의지 중 의지력에 긍

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탐구적유형 요인은 창업의지 중 의지력에 긍

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3. 예술적유형 요인은 창업의지 중 의지력에 긍

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4. 사회적유형 요인은 창업의지 중 의지력에 긍

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5. 설득적유형 요인은 창업의지 중 의지력에 긍

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6. 관습적유형 요인은 창업의지 중 의지력에 긍

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직업성격유형은 창업의지 중 실행력에 긍정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1. 현실적유형 요인은 창업의지 중 실행력에 긍

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 탐구적유형 요인은 창업의지 중 실행력에 긍

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3. 예술적유형 요인은 창업의지 중 실행력에 긍

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4. 사회적유형 요인은 창업의지 중 실행력에 긍

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5. 설득적유형 요인은 창업의지 중 실행력에 긍

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6. 관습적유형 요인은 창업의지 중 실행력에 긍

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직업성격유형은 직업가치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

을 미친다. 
가설 5. 직업가치는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5-1. 직업가치는 창업의지 중 의지력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5-2. 직업가치는 창업의지 중 실행력에 긍정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친다. 

3.3 설문구성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한 표본 추출은 2011년 10월부터 H대학교 공

과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에 성실하

게 응답한 300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항목 세부내용 문항

I.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학년, 창업경험, 가족창업력, 전공계열 Q1-6

Ⅱ. 직업성격유형

현실적 유형

탐구적 유형

예술적 유형

사회적 유형

설득적 유형

관습적 유형

Q1-5

Q1-5

Q1-5

Q1-5

Q1-5

Q1-5

Ⅲ. 인구통계학적 변수
자아실현, 안정성, 권력, 독립성, 사회봉사,

지도성, 명예성, 수익성, 흥미, 존경성
Q1-10

Ⅳ. 창업의지
창업의지력

창업실행력

Q1-9

Q1-7

<표 2> 설문항목

설문분석을 위해 SPSS 21.0 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설

문 항목은 5점 척도 리커드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Ⅳ. 실증 분석

4.1 표본 특성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220명, 여학생이 

80명으로 3학년생이 127명, 4학년생은 109명, 1학년과 2학년

은 각 1명과 63명이었다.  

구분 빈도 퍼센트

남자 220 73.3

여자 80 26.7

합계 300 100.0

<표 3> 성별

구분 빈도 퍼센트

1학년 1 .3

2학년 63 21.0

3학년 127 42.3

4학년 109 36.3

합계 300 100.0

<표 4> 학년

또한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138명
이 창업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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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창업의지의지력 3.5167 .66164 300

창업의지실행력 3.4648 .56824 300

<표 11> 창업의지 요인 기술통계량

구분 빈도 퍼센트

창업교육 경험있다 138 46.0

창업교육 경험없다 162 54.0

합계 300 100.0

<표 5> 창업교육 경험 유무

구분 빈도 퍼센트

인문계열 1 .3

상경계열 4 1.3

공학계열 251 83.7

이학계열 29 9.7

기타 15 5.0

합계 300 100.0

<표 6> 전공계열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이 251명으로 전체의 83.7퍼센트를 

나타내었고, 자택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0명, 충청도가 59명
으로 전체의 73퍼센트를 나타내었다. 

구분 빈도 퍼센트

서울 53 17.7

경기 160 53.3

충청 59 19.7

대전 3 1.0

호남 4 1.3

기타 21 7.0

합계 300 100.0

<표 7> 거주 지역

가족창업력을 조사한 결과 가족 중 창업 경험이 있다가 94
명으로 31.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빈도 퍼센트

(가족창업경험

)

있다 94 31.3

없다 206 68.7

합계 300 100.0

<표 8> 가족 창업 경험 유무

부가적으로 학년별로 창업요인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2학년

생이 3학년과 4학년 학생보다 창업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이 상경계열에 비해 상대적으

로 창업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학계열이 이학계열보

다 창업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인문계열

과 공학계열이 창업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다. 

4.2 요인 분석

직업성격유형 요인 문항별로 각각 이변량 상관계수 메뉴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평균 표준편차 N

현실적유형 2.9847 .58306 300

탐구적유형 3.0220 .52539 300

예술적유형 3.3567 .58532 300

사회적유형 3.8187 .63850 300

설득적유형 3.4473 .71339 300

관습적유형 3.1760 .63242 300

<표 9> 직업성격유형요인 기술통계량

각각의 문항 간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고 있고 출력

된 Pearson 상관계수들이 대체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어 상관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창업의지 문항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

면 Pearson 상관계수의 유의확률이 모두 0.01보다 작아 유의

수준 1%하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표 10> 직업성격유형요인 상관계수

구 분
현실적

유형

탐구적

유형

예술적

유형

사회적

유형

설득적

유형

관습적

유형

현실적

유형

Pearson

상관계수
1 .367** .105 -.042 .045 .208**

유의확률

(양쪽)
.000 .069 .465 .439 .000

N 300 300 300 300 300 300

탐구적

유형

Pearson

상관계수
.367** 1 .245** .134* .214** .340**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20 .000 .000

N 300 300 300 300 300 300

예술적

유형

Pearson

상관계수
.105 .245** 1 .491** .528** .157**

유의확률

(양쪽)
.069 .000 .000 .000 .006

N 300 300 300 300 300 300

사회적

유형

Pearson

상관계수
-.042 .134* .491** 1 .549** .218**

유의확률

(양쪽)
.465 .020 .000 .000 .000

N 300 300 300 300 300 300

설득적

유형

Pearson

상관계수
.045 .214** .528** .549** 1 .445**

유의확률

(양쪽)
.439 .000 .000 .000 .000

N 300 300 300 300 300 300

관습적

유형

Pearson

상관계수
.208** .340** .157** .218** .445** 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6 .000 .000

N 300 300 300 300 300 300

**. 상관계수는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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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창업의지의지력 창업의지실행력

창업의지의지력

Pearson 상관계수 1 .704**

유의확률 (양쪽) .000

N 300 300

창업의지실행력

Pearson 상관계수 .704** 1

유의확률 (양쪽) .000

N 300 3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12> 창업의지 요인 상관계수

구 분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제곱

다중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현실적유형 16.8207 4.565 .183 .162 .720

탐구적유형 16.7833 4.232 .394 .237 .659

예술적유형 16.4487 3.871 .498 .373 .626

사회적유형 15.9867 3.850 .440 .366 .644

설득적유형 16.3580 3.311 .593 .491 .583

관습적유형 16.6293 3.887 .430 .291 .647

<표 14> 직업성격유형 요인 항목 총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 수

.691 .686 6

<표 13> 직업성격유형 요인 신뢰도 통계량

구 분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제곱

다중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창업의지의지력 3.4648 .323 .704 .496 .

창업의지실행력 3.5167 .438 .704 .496 .

<표 16> 창업의지 요인 항목 총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 수

.821 .827 2

<표 15> 창업의지 요인 신뢰도 통계량

구분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가설1 .545a .297 .294 .47716

a. 예측값: (상수), 직업성격유형

가설1-1 .203a .041 .038 .55713

a. 예측값: (상수), 현실적유형

가설1-2 .316a .100 .097 .53985

a. 예측값: (상수), 탐구적유형

가설1-3 .429a .184 .181 .51394

a. 예측값: (상수), 예술적유형

가설1-4 .427a .182 .180 .51444

a. 예측값: (상수), 사회적유형

가설1-5 .465a .216 .214 .50369

a. 예측값: (상수), 설득적유형

가설1-6 .192a .037 .034 .55830

a. 예측값: (상수), 관습적유형

가설2 .473a .224 .221 .58383

a. 예측값: (상수), 직업성격유형

가설2-1 .186a .034 .031 .65122

a. 예측값: (상수), 현실적유형

가설2-2 .279a .078 .075 .63636

a. 예측값: (상수), 탐구적유형

가설2-3 .345a .119 .116 .62198

a. 예측값: (상수), 예술적유형

가설2-4 .357a .127 .124 .61909

a. 예측값: (상수), 사회적유형

가설2-5 .418a .174 .172 .60221

a. 예측값: (상수), 설득적유형

가설2-6 .178a .032 .029 .65214

a. 예측값: (상수), 관습적유형

가설3 .538a .289 .287 .47995

a. 예측값: (상수), 직업성격유형

가설3-1 .189a .036 .032 .55898

a. 예측값: (상수), 현실적유형

가설3-2 .306a .093 .090 .54197

a. 예측값: (상수), 탐구적유형

가설3-3 .455a .207 .205 .50680

a. 예측값: (상수), 예술적유형

가설3-4 .438a .192 .189 .51170

a. 예측값: (상수), 사회적유형

가설3-5 .443a .196 .194 .51025

a. 예측값: (상수), 설득적유형

가설3-6 .177a .031 .028 .56022

a. 예측값: (상수), 관습적유형

가설4 .460a .211 .209 3.75876

a. 예측값: (상수), 직업성격유형

가설5 .456a .208 .205 .50627

a. 예측값: (상수), 직업가치

가설5-1 .433a .187 .185 .59744

a. 예측값: (상수), 직업가치

가설5-2 .408a .166 .164 .51969

a. 예측값: (상수), 직업가치

<표 17> 가설별 모형요약

4.3. 신뢰성 분석

요인별 신뢰성 검증 결과 대부분의 모든 항목에서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직업성격유형 요인의 Cronbach's 
알파값이 .691로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창업의지 요인의 Cronbach's 알파값이 .821로 신뢰도가 우수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4.4. 회귀 분석

직업성격유형과 직업가치, 그리고 창업의지와의 관계를 규

명하기 위해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출

력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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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가설1

회귀 모형 28.603 1 28.603
125.63

0
.000b

잔차 67.848 298 .228

합계 96.452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 b. 예측값: (상수), 직업성격유형

가설1-1

회귀 모형 3.955 1 3.955 12.743 .000b

잔차 92.496 298 .310

합계

a. 종속변수: 창업의지 b. 예측값: (상수), 현실적유형

가설1-2

회귀 모형 9.604 1 9.604 32.956 .000b

잔차 86.847 298 .291

합계 96.452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 b. 예측값: (상수), 탐구적유형

가설1-3

회귀 모형 17.738 1 17.738 67.155 .000b

잔차 78.713 298 .264

합계 96.452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 b. 예측값: (상수), 예술적유형

가설1-4

회귀 모형 17.585 1 17.585 66.445 .000b

잔차 78.867 298 .265

합계 96.452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 b. 예측값: (상수), 사회적유형

가설1-5

회귀 모형 20.847 1 20.847 82.169 .000b

잔차 75.605 298 .254

합계 96.452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 b. 예측값: (상수), 설득적유형

가설1-6

회귀 모형 3.566 1 3.566 11.441 .001b

잔차 92.886 298 .312

합계 96.452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 b. 예측값: (상수), 관습적유형

가설2

회귀 모형 29.315 1 29.315 86.002 .000b

잔차 101.577 298 .341

합계 130.892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의지력 b. 예측값: (상수), 직업성격유형

가설2-1

회귀 모형 4.514 1 4.514 10.644 .001b

잔차 126.378 298 .424

합계 130.892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의지력 b. 예측값: (상수), 현실적유형

가설2-2

회귀 모형 10.214 1 10.214 25.222 .000b

잔차 120.678 298 .405

합계 130.892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의지력 b. 예측값: (상수), 탐구적유형

가설2-3 회귀 모형 15.606 1 15.606 40.341 .000b

<표 18> 가설별 분산분석b

잔차 115.286 298 .387

합계 130.892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의지력 b. 예측값: (상수), 예술적유형

가설2-4

회귀 모형 16.675 1 16.675 43.506 .000b

잔차 114.217 298 .383

합계 130.892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의지력 b. 예측값: (상수), 사회적유형

가설2-5

회귀 모형 22.822 1 22.822 62.930 .000b

잔차 108.070 298 .363

합계 130.892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의지력 b. 예측값: (상수), 설득적유형

가설2-6

회귀 모형 4.158 1 4.158 9.776 .002b

잔차 126.734 298 .425

합계 130.892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의지력 b. 예측값: (상수), 관습적유형

가설3

회귀 모형 27.900 1 27.900
121.11

9
.000b

잔차 68.646 298 .230

합계 96.546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실행력 b. 예측값: (상수), 직업성격유형

가설3-1

회귀 모형 3.433 1 3.433 10.987 .001b

잔차 93.113 298 .312

합계 96.546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실행력 b. 예측값: (상수), 현실적유형

가설3-2

회귀 모형 9.014 1 9.014 30.687 .000b

잔차 87.532 298 .294

합계 96.546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실행력 b. 예측값: (상수), 탐구적유형

가설3-3

회귀 모형 20.007 1 20.007 77.895 .000b

잔차 76.539 298 .257

합계 96.546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실행력 b. 예측값: (상수), 예술적유형

가설3-4

회귀 모형 18.519 1 18.519 70.727 .000b

잔차 78.027 298 .262

합계 96.546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실행력 b. 예측값: (상수), 사회적유형

가설3-5

회귀 모형 18.961 1 18.961 72.829 .000b

잔차 77.585 298 .260

합계 96.546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실행력 b. 예측값: (상수), 설득적유형

가설3-6

회귀 모형 3.020 1 3.020 9.622 .002b

잔차 93.526 298 .314

합계 96.546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실행력 b. 예측값: (상수), 관습적유형

가설4

회귀 모형 1128.146 1 1128.146 79.850 .000b

잔차 4210.236 298 14.128

합계 5338.382 299

a. 종속변수: 직업가치 b. 예측값: (상수), 직업성격유형

가설5

회귀 모형 20.072 1 20.072 78.311 .000b

잔차 76.380 298 .256

합계 96.452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 b. 예측값: (상수), 직업가치

가설5-1

회귀 모형 24.526 1 24.526 68.714 .000b

잔차 106.366 298 .357

합계 130.892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의지력 b. 예측값: (상수), 직업가치

가설5-2

회귀 모형 16.063 1 16.063 59.477 .000b

잔차 80.483 298 .270

합계 96.546 299

a. 종속변수: 창업의지실행력 b. 예측값: (상수), 직업가치

가설1의 F값은 125.630이며 p값(유의확률)은 유의수준 5%보

다 작으므로 직업성격유형은 창업의지를 설명하는데 유의하

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가설1 직업성격유형은 창

업의지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1-1 ~ 가설 1-5에서 F값에 상응하는 p값(유의확률)은 모

두 유의수준 5%보다 작아 가설1-1에서 가설 1-5의 독립변수

인 현실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설득적, 관습적 요인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가설 2 또한 F값이 86.002이며 이에 상응하는 p값(유의확률)

은 모두 유의수준 5%보다 작아 가설2인 직업성격유형은 창

업의지 중 의지력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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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자아실현 .222 .040 .303 5.479 .000

안정성 .243 .042 .317 5.773 .000

권력 .209 .037 .309 5.615 .000

독립성 .306 .033 .478 9.395 .000

사회봉사 .229 .039 .321 5.858 .000

지도성 .187 .035 .296 5.343 .000

명예성 .066 .029 .130 2.271 .024

수익성 -.013 .032 -.024 -.420 .675

흥미 .075 .034 .125 2.177 .030

존경성 .053 .029 .105 1.824 .069

a. 종속변수: 창업의지

<표 20> 직업가치 세부항목별 창업의지와의 관계

 가설 5의 경우에도 F값에 상응하는 p값(유의확률)은 모두 

유의수준 5%보다 작아 가설5에서 가설 5-2의 독립변수인 직

업가치 요인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가설1
(상수) .845 .238 3.555 .000

직업성격유형 .802 .072 .545 11.208 .000

가설1-1
(상수) 2.902 .168 17.270 .000

현실적유형 .197 .055 .203 3.570 .000

가설1-2
(상수) 2.460 .182 13.496 .000

탐구적유형 .341 .059 .316 5.741 .000

가설1-3
(상수) 2.094 .173 12.103 .000

예술적유형 .416 .051 .429 8.195 .000

가설1-4
(상수) 2.040 .180 11.310 .000

사회적유형 .380 .047 .427 8.151 .000

가설1-5
(상수) 2.215 .144 15.408 .000

설득적유형 .370 .041 .465 9.065 .000

가설1-6
(상수) 2.942 .165 17.798 .000

관습적유형 .173 .051 .192 3.382 .001

가설2
(상수) .838 .291 2.882 .004

직업성격유형 .811 .088 .473 9.274 .000

가설2-1
(상수) 2.888 .196 14.702 .000

현실적유형 .211 .065 .186 3.263 .001

가설2-2
(상수) 2.454 .215 11.420 .000

탐구적유형 .352 .070 .279 5.022 .000

가설2-3
(상수) 2.206 .209 10.538 .000

예술적유형 .390 .061 .345 6.351 .000

가설2-4
(상수) 2.104 .217 9.693 .000

사회적유형 .370 .056 .357 6.596 .000

가설2-5
(상수) 2.182 .172 12.695 .000

설득적유형 .387 .049 .418 7.933 .000

가설2-6
(상수) 2.924 .193 15.145 .000

관습적유형 .186 .060 .178 3.127 .002

가설3
(상수) .852 .239 3.562 .000

직업성격유형 .792 .072 .538 11.005 .000

가설3-1
(상수) 2.916 .169 17.297 .000

현실적유형 .184 .055 .189 3.315 .001

가설3-2
(상수) 2.466 .183 13.478 .000

탐구적유형 .330 .060 .306 5.540 .000

가설3-3
(상수) 1.981 .171 11.613 .000

예술적유형 .442 .050 .455 8.826 .000

가설3-4
(상수) 1.976 .179 11.014 .000

사회적유형 .390 .046 .438 8.410 .000

가설3-5
(상수) 2.248 .146 15.438 .000

설득적유형 .353 .041 .443 8.534 .000

가설3-6
(상수) 2.960 .166 17.844 .000

관습적유형 .159 .051 .177 3.102 .002

가설4
(상수) 15.946 1.872 8.517 .000

직업성격유형 5.034 .563 .460 8.936 .000

가설5
(상수) 1.494 .228 6.567 .000

직업가치 .061 .007 .456 8.849 .000

가설5-1
(상수) 1.310 .268 4.877 .000

직업가치 .068 .008 .433 8.289 .000

가설5-2
(상수) 1.679 .234 7.187 .000

직업가치 .055 .007 .408 7.712 .000

<표 19> 가설별 계수a

 

가설에 대한 전체적인 검증은 되었으나 보다 더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요인 항목을 추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직업가

치요인별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중 유

의확률이 5%에서 유의한 문항을 조사한 결과 자아실현, 안전

성, 권력, 독립성, 사회봉사, 지도성 항목이 보다 더 창업의지

와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직업성격유형에 따라서 직업의식

과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의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연구를 통해 창업동기부여

에 대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창업가가 없이는 창업이 이

루어질 수 없고, 창업 없이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관

심을 가지고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번 연구의 회귀 분석 결과 직업성격 유형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며, 현실적, 탐구적, 예술적, 사

회적, 설득적, 관습적 요인은 각각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업성격유형은 직업

가치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며, 직업가치는 창업의

지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직
업가치요인별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자

아실현, 안전성, 권력, 독립성, 사회봉사, 지도성 항목이 보다 

더 창업의지와 유의적인 관계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직업성격유형은 창업의지와 관계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격유형별로 적합한 창업아

이템 선정과 선택적 창업 교육방안을 수립하고 적절한 시기

에 창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또한 각자

가 가지는 직업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특히 자아실현, 안

정성, 독립성, 사회봉사, 지도성 부분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이 주는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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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이점, 중요성,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접목하여 학생들에

게 교육하고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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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Entrepreneurship and Professional

Values on the Vocational Personality Types of Student

Kim, Hong *

Abstract

Job creation is foundation for wealth creation of the individual personal and  important social activities that can solve the problem 
through increased economic activity and decreased  population of unemployment. Jab creation  contributes to the best way to solve social 
problems by acting as mediator of economic stability by establishment to a virtuous cycle between growth and employment and providing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growth.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 on entrepreneurship and professional values were studied on the 
vocational personality types of student. 

As a result of this study, Vocational personality types positive commitment to the entrepreneurship. Realistic, exploratory, artistic, 
social, persuasive and customary factors also positive commitment the entrepreneurship. Vocational personality types positive commitment 
to the professional values. Professional values  positive commitment to the entrepreneurship. However, the professional value factors 
which are self-actualization, safety, power, independence, community service and leadership depend on entrepreneurship.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success rate of student start ups, the appropriate selection of optional items of start ups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the right time to establish a business plan by the type of vocational personality types and should provide the opportunity to 
encounter.  

keywards: Entrepreneurship, Vocational personality types, Entrepreneurship Student start 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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