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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으로 도전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내는 기업가정신의 부족으로 대학생들이 창업보다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상대적으로 안정된 취업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들이 자기결정성과 기업가정신의 고취를 통해서 취업과 더

불어 창업으로의 진로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

으며,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예비창업자의 높은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감)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예비창업자의 높은 자

기결정성(자율성, 유능감)은 기업가정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

다. 넷째, 기업가정신은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성(유능감)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는 창업교육을 수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교육 현장에서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을 통한 내재적 

동기부여 강화가 필요하다. 이때 창업의지의 고취는 예비창업가의 자기결정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 정신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비창업자의 개인심리적 특성 함양을 위한 창업교육, 내재적 동기부여 강화를 위한 자

기주도적 성인교육기법의 적용, 창업교육전문가의 육성을 통한 창업교육의 전문화, 직업교육 또는 진로교육으로서의 창업의 일상화 및 지원

제도가 대학교육에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창업교육

Ⅰ. 서론

실업극복과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창업이 강조되고 있

으며, 고용률 70% 달성의 정책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창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창업선도대학육

성사업, 창업사관학교, 창업맞춤사업, 특화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등 예비창업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창업자 특히 대학생들은 창업

보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취업에 몰

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으

로 도전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내는 기업가정신의 부족이 

한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

이 취업이 아닌 창업을 결정하는 것은 국내 창업현실에서 매

우 큰 용기이며, 인생의 경력경로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성공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행동)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특히, 창업

에 몰입된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들의 내적동

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으로는 크게 환경요인, 조직요인 및 개

인요인 등으로 분류되며(Choi & Jeong, 2008), 그 중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내재적 통제위치, 위험추구 성향, 자기확

신, 성취요구, 모호성에 대한 내성, 혁신성 등이 실증(Bygrave, 
1989; Robinson et al., 1991)되었지만, 내재적 동기부여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기결정성의 동기요인(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자기결정성의 동기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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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자기결정성에 대한 다차원적 접

근(multi-dimensional approach)을 적용하여, 하위요인(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주는 효과를 실

증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보유한 자원에 구애받지 받지 않고 기회

추구적이고, 이러한 자원의 제약을 혁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Lee, 2008)을 볼 때, 예비창업자의 

높은 자기결정성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차원에서 기

업가정신을 강화하고, 결국에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를 높

이고, 나아가 실제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연결고리

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예비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이 기업가

정신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지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Yoon, 2012b)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개인특성 중 내재적 동기요인인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로 연

결되는 매커니즘으로 기업가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예비창업자의 개인특성(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창업교육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창업자의 개인특성은 교육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 요인이라

는 주장(Choi & Jeong, 2008; Ertuna & Gural, 2011)에도 불구

하고, 국내외 선행연구는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Choi & 
Jeong, 2008)과 창업의지(Fayolle et al., 2006; Clark et al., 
1984)에 미치는 직접효과 위주로 규명되어 왔다. 즉, 예비창

업자의 개인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교

육의 조절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

기 보다는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미

치는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인간 동기

를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 분야의 이론적 체계를 근간으로 가

장 포괄적이고 실증적 연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내재적 동기

이론의 하나이다. 자기결정성이론은 Deci(1975)의 인지평가이

론에 유기적 통합이론을 보완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시작된 내

재동기이론이며, 동기, 정서, 성격과 관련된 거대 이론으로 

발전되어 왔다(Kim & Yoon, 2012).
Ryan & Deci(2000)는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와 내

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기 보다

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자율성(autonomy) 또는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ew, 2009). 즉, 동기는 행동의 첫 출발점이자 방향의 결정과 

이에 따른 행동의 지속성을 강조함으로 활력과 조절의 기능

을 수반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높은 자기결정성은 내재적 동

기부여의 결정요인이 된다. 따라서 내재적 동기부여가 강화

될수록 탁월한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성이 발휘되므로(Kim, & 

Yoon, 2012),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있어서도 자기결정

성이 강화될수록 창업에서의 흥미를 높이고, 성취를 증가시

킬 수 있게 된다. 
이처럼 Ryan & Deci(2000)는 행동의 원인이 자기결정적일수

록 내재적인 동기가 유발되며, 이러한 자기결정성을 지닌 사

람들은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그리고 관계성

(relatedness)의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를 갖는다고 주장하

였다. 세 가지 기본 심리욕구들의 핵심요소를 살펴보면(Lee 
& Kim, 2008), 첫째,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의 원인이 자신에

게 있는 것으로 지각하여 자신이 행동에 대한 주체이고 조절

자라는 신념이다. 둘째, 유능감은 사람들이 자신이 유능하고

자 하는 욕구로 개인이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

의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발휘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려

고 하는 욕구를 말한다(Ryan & Deci, 2000). 셋째,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관심을 주고받는다는 느낌이며, 다른 개인들과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이다.
Deci & Ryan(1985)는 동기수준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

기로 나뉘는 것이 모호한 상황 하에서는 인간의 행동은 자율

성의 정도에 따라 외적 통제에서부터 내적인 자기결단에 이르

는 일련의 연속체계로 개념화 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Ryan 
& Deci, 2000). 이에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의 원인이 자신으로

부터 발현되는 것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유능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음으로 자율성을 세 가지 기본 욕구 중에

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다(Ryan, 1982). 또한 Ryan & 
Deci(2000)는 관계성이 유능성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와 통합

적으로 내재동기와 관련이 있음을 제안하고 내재동기를 유지

하는데 관계성에 대한 욕구 만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볼 때 자기결정성이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선택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공감적 네트워크

를 구축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행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2.2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혁신을 끊임없이 이끌어내는 사람들

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Chung, 2008). 
Schumpeter(1934)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기업가정신을 강

조하며, 기업가는 기업의 소유주나 관리자가 아닌 혁신가와 

동일시하며 혁신을 이끌어내는 동기유발자로서 기업가를 강

조하였고, 기존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쇄신해 가는 창조적 파

괴과정을 언급하며, 혁신성과 진취성을 구성요소로 제안하였

다. Mises(1966)는 기업가는 시장의 경제적 기회를 기민성

(alertness)을 가지고 발견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써 이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Kirzner(1973)는 기업가는 수익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하며 이윤창출을 위한 기업가의 기회포착에 중점을 두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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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Chung, 2008). 또한 Hisrich & Brush(1986)는 기업가정

신을 위험부담에 따르는 보상을 전제로 하는 가치창조의 과

정으로, Kao(1989)는 사업기회의 인지, 위험부담의 효과적 관

리, 적절한 자원동원으로 가치창출하려는 시도라고 정의하였

다. Gartner(1987)는 기업가정신이 뜻하는 바를 창업가, 혁신, 
조직창조, 가치창출, 이윤추구, 성장성, 독특성, 창업경영자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특히, Timmons(1994)는 기업가정신을 균

형잡힌 리더십을 기반으로 총제적인 접근방식을 가지고 기회

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는 사고·추론·행동방법으로 정의하며, 
기업가정신의 핵심영역으로 기회, 기업가, 자원을 언급하였다.
기존의 전통적 고전경제이론에서 기업가는 분석의 존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오스트리아 학파는 기업가를 단순히 주

어진 자원으로부터 초과이윤을 얻는 자가 아니라, 수익을 극

대화하고 다양한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역할을 통해 

기업자원을 배치시키는 행동의 주체이자 균형에서 또 다른 

위치로 이동하거나 혁신하는 동태적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며 

이를 위한 기업가정신을 중요시하였다(Ha, 2009).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핵심적인 속성은 보유한 자원에 구애받

지 받지 않고 기회추구적이고, 이러한 자원의 제약을 혁신적으

로 극복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Lee, 2008). 이러한 기

업가정신의 핵심개념으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율

성, 리더십, 책임감 등을 들 수 있다(Nam, Kim, & Bang, 2014). 
선행연구를 볼 때, 기업가정신이란 “미래에 대해 예측하고 

통찰하여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과감히 도전하고 혁신하여 

이윤을 극대화해 나가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인 요인은 환경특성, 조직

특성, 개인특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요인 중에서 환

경특성과 조직특성은 외부요인으로 개인의 통제가 어려운 반

면, 개인특성은 교육을 통해 조절이 가능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Choi & Jeong, 2008). 특히, Pickle & Abrahamson(1990)은 

추진력, 정신력, 인간관계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개인적 

역량을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다. 
Gartner(1985)는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선호도 및 직무만족 

등의 개인특성요인을, Hornsby et al.(1993)은 모험지향적 경

향, 자율성에 대한 열망, 성취요구, 목표지향성 및 통제위치

를 기업가정신의 개인특성요인으로 주장하였다.

2.3 창업의지

창업은 사업초기에 경영자원을 확보하고 결합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가치 있는 조직을 창조하는(creation) 것이다

(Vesper, 1990).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불확실성하에서 혁신적

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

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Ries, 2011). 
창업은 예비창업자가 미래에 자발적으로 창업할 가능성에 대

해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를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Cheong & Ha, 2012). 창업의지란 

“즉각적인 창업행동이라기보다는 예비창업자가 향후 창업할 

가능성에 대하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

다(Cheong & Ha, 2012). 즉, 의지(intention)는 특정 행동의 실

행여부를 정확하게 예측 및 설명하는 변수로, 어떤 일을 시도

하려는 의지나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을 준비하는 노력을 의미

한다(Ajzen, 1991). 따라서 창업의지는 향후 창업을 구체적으

로 실행하기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Kim & Lee, 2014). 
창업의지는 기회를 결정하는 욕망, 실현가능성, 성향의 인식에

서 비롯되어진다(Lee et al., 2011).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이 있

으려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경험이 선행되어야 하

는데, 이것이 창업의지라 할 수 있다(Kim, 2012).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주로 창업자의 개인

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Yoon, 2004). 창업

의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창업요인(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Choi, 2012). 먼저,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내재적 통제 위

치, 위험추구 성향, 자기확신, 성취요구, 모호성에 대한 내성, 
혁신성 등이 실증(Bygrave, 1989; Robinson et al., 1991)되었으

며, 환경적 특성으로는 역할모델, 사회적 지원세력, 창업의 사

회적 인식, 창업문화,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 자기결

정성(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

하였다. 

2.4 창업교육

창업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은 현재 전 세계 모든 국

가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 아젠다 중 하나이다(Mitra 
& Matlay, 2004). 일반적으로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 개인에

게 창업동기를 부여해주고, 창업성공여부에 영향을 주는 창

업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전달해 주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들의 성취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내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가적 행

동(entrepreneurial behavior)’을 이끌어 내야 한다(Jeong & 
Bahn, 2008). 그러나 Choi & Jeong(2008)은 국내 창업교육이 

창업과 관련된 실무과정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의 함양에 관한 

내용은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Timmons(1994)는 창업에 관심이 있으나 자신감이 없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교육을 통해, 동기부여와 올바른 창업정신

을 제고시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자신감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핵심인 창업가의 내재적 

동기요인인 자기결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 심리적 

특성에 대한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창업의지

를 촉진(Choi & Jeong, 2008; Ertuna & Gural, 2011)시킨다. 예

를 들어, 창업교육 횟수와 창업교육 경험여부가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이 주며(Jung, 2012; Solesvik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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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Jeong & Bahn, 2008). 

Ⅲ.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결정성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자기결정성의 직접

적인 효과를 측정함과 동시에 그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변인

으로 기업가정신의 효과를 실증하고자 한다. 특히 자기결정

성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러한 가설검증을 통해, 창업동기를 통한 내적 

프로세스를 실증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결과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연

구모델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 설정

3.2.1 자기결정성과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간

의 관계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이 취업이 아닌 창업을 결정하는 것

은 매우 큰 용기이며, 인생의 경력경로에 있어서 중요한 사

건이다. 따라서 창업성공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

에 많은 준비(행동)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즉, 창업의 성

공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심리와 내재적 동기가 전제되어져

야 한다(Yoo, 2013). 자기결정성 동기는 인간의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수행하는 행동의 가치나 신념 등을 내면화하

고 통합하는 행위(Ryan & Connell, 1989; Ryan & Deci, 2000)
이다. 특히 Fayolle(2005), Kickul et al.(2008) 및 Bagraim et 
al.(2008)등은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유능감과 유사한 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1)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하였다. Kim(2008) 역시 유능감과 유사한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를 설명할 수 있는 선행변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창업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개인특성은 정서적, 기술

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세력의 존재이다(Jeong 
& Bahn, 2008). 개인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세력은 창업에 있어서 지원과 동기부여의 역할(Manning et 
al., 1989)을 하며, 창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밑거름 역할

(Kim, 2009)을 한다고 하였다(Yoon, 2012b). 따라서 다른 개인

들과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인 자기결정성의 관계성은 

개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동기요인으로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Ryan & Deci(2000)은 외재적 동기이전에 내재적 동기로 인

한 창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서 자기결정성이 창업동기

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심리특성이라고 하

였다. 또한 창업의지는 기회를 결정하는 욕망, 실현가능성, 
성향의 인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Lee et al., 2011), 기회를 

결정하려는 선택이라 할 수 있는 자율성(자기결정성의 하위

요인)과의 관계와도 밀접하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hang 
& Choi(2013)는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과 유사한 

직무자율성이 기업가정신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은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예비창업자의 자율성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예비창업자의 유능감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예비창업자의 관계성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은 기업가정신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예비창업자의 자율성은 기업가정신에 직접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예비창업자의 유능감은 기업가정신에 직접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예비창업자의 관계성은 기업가정신에 직접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

많은 선행연구(Shapero & Sokol, 1982; Veciana et al., 2005; 
Lee & Bian, 2011; Yoon, 2012b; Shin & Ahn, 2015)들이 기

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주장하였다. 특

1)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주어진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때한 개인의 기대정도를 의미하며(Bandura, 1977), 자기결정성 동기
(유능감)와 자기효능감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다(Mo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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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Lee & Bian(2011)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에 대한 영향을 실증분석하며, 기업가정신의 요인 중에서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창업의지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

한 Shin & Ahn(2015) 역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러한 논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3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3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간의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에 대

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없다. 그러나 Yoon(2012b)은 자기

결정성과 유사한 창업동기요인 중 성취요구, 인적네트워크 

및 사회적 인식이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지에 영

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Shin & Ahn(2015)은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기업가정신이 매개역

할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며, Lee & Yoo(2012)는 학습동기와 

의지와 컨설턴트의 역량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이 매개한다

고 하였다. 또한 Oh(2014)는 기업가정신이 객관적 창업환경· 
주관적 창업인식·사업실패 부담감과 창업의지 사이를 매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서 선행연구에서 자기결정성이 기

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와, Shin & Ahn(2015), Lee 
& Yoo(2012) 및 Yoon(2012b), Oh(2014)의 기업가정신의 매

개효과 연구를 종합해보면, 기업가정신은 자기결정성과 창

업의지 간의 관계에서도 매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러한 논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4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4-1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자율성과 창업의지의 관계

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4-2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유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

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4-3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관계성과 창업의지의 관계

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2.4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창업자의 개인특성은 교육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 요인이

라는 주장(Choi & Jeong, 2008; Ertuna & Gural, 2011)에도 불

구하고, 국내외 연구는 창업교육의 직접적인 효과에 치중하

고 있다. 예를 들어, Kim(2014)은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심리

적 성장환경과 창업교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

며, Crant(1996) 역시 창업의지는 교육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지 또한 높다고 주장하

였다. Clark et al.(1984)은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촉진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즉, 대학생들의 창업관련과목 수강 

후 창업계획의 수립에 들어갔거나 창업을 고려하게 된 학생

이 전체 학생의 36.9%를 차지했고, 창업에 대해 고려해 보고 

있는 학생이 42.2%로 나타났다. 또한 Solesvik et al.(2014)은 

대학생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참여가 창업의지의 강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처럼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직접적(Fayolle et al., 2006)이

고 긍정적인 관계(Clark et al., 1984)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

들(Wu & Wu, 2008; Rodrigues et al., 2012)은 상호간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

(Oosterbeek et al., 2010)도 존재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성취

욕구,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 간에 창업교육 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주장하기도 하였다(Jo, 2014). 특히, Solesvik et 
al.(2014)은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주장하면서, 문화적 요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실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실증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직접적인 관

계를 규명하기 보다는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의 관계에 미치는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는 환경뿐만 아니라 예비창

업자로서 창업교육을 통해서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의지가 있는 예비창업자

들은 자율적으로 창업교육을 수강하게 될 것이며, 창업교육

을 통해서 창업과 관련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노

력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결정성과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효

과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즉,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는 창업

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을 것

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는 창업교육

을 수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

을 것이다.  
  5-1 자율성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는 창업교육을 수강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을 것이다.  
  5-2 유능감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는 창업교육을 수강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을 것이다.  
  5-3 관계성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는 창업교육을 수강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을 것이다.  

Ⅳ. 실증결과분석

4.1 표본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델을 설정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대상으로는 중소기

업청의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되어, 창업대학원(석사과정)과 

다양한 창업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단국대에 재학 중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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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창업교육의 경험자와 비경험자

를 구분하기 위해, 2015년 1학기 정규강좌에 개설된 창업교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예비창업자인 대학

생 484명을 표집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여 491부가 회수되었는데 무응답 및 오류설

문지 7부를 제외한 484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4.2 기초통계량

설문에 응답한 예비창업자 484명의 특성은 남학생이 292명
(60.6%)이며, 나이는 20세 이하가 65명(13.5%), 21-24세가 250
명(51.9%), 25세 이상이 167명(34.6%)이었다. 특히, 창업에 관

한 수업을 수강2)한 횟수는 1강좌를 수강한 학생이 143명
(29.7%), 2강좌 105명(21.8%), 3강좌 이상 34명(7.1%), 수강경

험이 없는 학생이 199명(41.4%)로 나타났다.

4.3 변수측정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자기결정성은 Ryan & Deci의 기본 

심리 욕구 척도를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Lee & Kim(2008)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등 3개 하위차원으로 구분되며, 하위요소별로 

6개 항목, 총 18개 설문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정도(자율성)’, 
‘매우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유능감)’, ‘주변 

사람을 좋아하는 정도(관계성)’등이다. 기업가정신은 

Miller(1983)와 Zahra(1991) 등이 제시한 3가지 차원(위험추

구, 혁신성, 진취성)을 사용한 Yoon(2012a)의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다. 설문지는 위험추구, 혁신성, 진취성을 포함한 9개 

설문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새로

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정도’,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진취성 정도’ 등이다. 마지막으로 창업의지에 대한 측정도구

로는 Shin(2013), Kim(2011), Ha(2009), Yoon(2004)의 연구에서 

측정된 문항을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5개의 설문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고 싶은 정도’, ‘장래에 창업을 할 분명한 계획을 

지닌 정도’등이다.

4.4 신뢰도와 타당성분석

4.4.1 신뢰도분석

변수의 신뢰성은 내적 일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내적 일치성은 Cronbach’a값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분석 결과

<표 1>, 예비창업자들의 자기결정성(자율성 .786, 유능감 

.856, 관계성 .866), 기업가정신(진취성 .621, 혁신성 .740, 위

험추구 .756), 창업의지(.909) 등으로 신뢰도를 충족하였다.

<표 1>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항목수 α계수

자기
결정성

자율성 4 .786

유능감 6 .856

관계성 6 .866

기업가
정신

진취성 2 .621

혁신성 3 .740

위험추구 3 .756

창업의지 5 .909

4.4.2 타당성분석

본 연구의 활용척도 중 타당성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법과 배리맥스 방식에 

의한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기준은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으로 정하

였고,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정도를 나타내 주는 요인적

재치가 0.4 이상인 경우에만 분석하였다. 1차 요인분석에서 

자율성 2개 항목(4, 5)이 요인적재치가 0.4이하로 제거한 후, 
자기결정성의 2차 요인분석 결과<표 2>, 요인의 전체 설명력

이 61.393%를 보이며, KMO 값이 .896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통계값이 3475.738(df=120, p=.000)으로 적합하였다.

<표 2> 자기결정성 요인분석 결과

구 분
요인
적재치

요 인

1 2 3

자
기
결
정
성

자율성

자율1 .589 .757

자율2 .715 .823

자율3 .689 .803

자율6 .469 .645

유능감

유능1 .675 .803

유능2 .525 .676

유능3 .601 .732

유능4 .644 .738

유능5 .464 .646

유능6 .619 .771

관계성

관계1 .512 .560

관계2 .547 .676

관계3 .686 .801

관계4 .731 .820

관계5 .741 .807

관계6 .614 .747

아이겐 값 2.544 3.712 3.567

분 산(%) 15.897 23.200 22.296

누적분산(%) 15.897 39.097 61.393

1차 요인분석에서 기업가정신 진취성 1개 항목이 요인적재

치가 0.4이하로 제거한 후,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의 2차 요

인분석 결과<표 3>,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72.029%를 보이며, 
KMO 값이 .894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통계값이 

3162.079(df=78, p=.000)으로 적합하였다.

2) 창업에 관한 수업은 특강(2-4시간)이나 세미나(1일-4일) 아닌 대학에서 학기 중에 공식적으로 개설되는 2-3학점의 교양 및 전공과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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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요인분석결과

구 분
요인
적재치

요 인

1 2 3 4

기
업
가
정
신

진취성
진취1 .783 .806
진취2 .763 .714

혁신성

혁신1 .753 .794
혁신2 .554 .502
혁신3 .717 .760

위험
추구

위험4 .714 .780
위험5 .736 .781
위험6 .646 .709

창업의지

의지1 .786 .839
의지2 .764 .839
의지3 .799 .863
의지4 .712 .790
의지5 .639 .750

아이겐 값 1.532 1.984 2.161 3.687

분 산(%) 11.781 15.261 16.623 28.364

누적분산(%) 11.781 27.042 43.665 72.029

4.5 단일 응답자 편차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동일시점에 동일한 측정 대상

으로부터 자기보고 방법을 통해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단일 

응답자 편차(single respondent bias)의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방식에 의해 야기되는 

이러한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Podsakoff & Organ(1986)이 제

시한 통계적 사후 해결방법인 Harman의 단일요인검증

(single-factor test)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총 7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이 전체 변량의 13.725%정도만 설명되었을 뿐 지배적이

라 할 수 있는 어떤 요인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Bartlett 검증(유의수준<.000)을 통해서도 변수들 간의 관계가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었으며, KMO측정치(0.910)
도 최저기준치(0.5)를 상회하여 전체 변수에 대한 표본이 적

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단일 응답자 편차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6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에 의하면<표 4>,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은 모두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기업

가정신 역시 창업의지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창

업교육은 자율성과 창업의지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자율성 1

유능감 .365* 1

관계성 .303* .520* 1

기업가정신 .324* .565* .366* 1

창업의지 .172* .201* .168* .525* 1

창업교육 .097** .062 .025 .122* .153* 1

평균 4.4473 4.1972 4.7030 3.3527 3.0567 .0000

편차 .86696 .79152 .75567 .62533 .98344 .49301

* 0.01, **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4.7 가설검증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과 기업가정신과의 관

계를 검증한 결과<표 5>, 자율성과 유능감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가설 

1-1과 가설 1-2, 가설 2-1과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그러나 

관계성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3과 가설 2-3은 기각되

었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주었다. 따라서 가설 3 역시 지지되었다.
창업의지에 대한 기업가정신의 매개검증결과<표 5>, Baron 

& Kenny(1986)의 첫째 조건은 모형 2에서 자율성과 유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조건 2에서도 자율성과 유능감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조건 3은 매개변수인 기업가정

신이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할 때, 독립변수(자율

성, 유능감, 관계성)와 매개변수(기업가정신)를  동시에 투입

할 경우에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모형 2에 비해 작으면 부

분매개역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완전매개역할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으며, 유능감은 회귀계수가 작아졌다. 따라서 자율성

에 대한 기업가정신은 완전매개역할을, 유능감에 있어서는 

부분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

<표 5>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 창업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1
(기업정신)

모형2
(창업의지)

모형3
(창업의지)

모형4
(창업의지)

(상수) 1.049 1.442 .109 .368

자율성 .125* .100** .019

유능감 .477* .126** -.183*

관계성 .085 .073 .021

기업가정신 .559* .648*

R2 .339* .054* .312* .333*

* p < .01. ** p < .05

Sobel test로 계수 검증결과<표 6>, .01 유의도 하에서 z값이 

각각 3.04, 8.53으로 1.96보다 큰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따라서 가설 4-1과 4-2는 지지되었다. 기업가정신의 간

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율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간접

효과는 0.079(0.090*0.879)이며, 직접효과(0.113)과 간접효과

(0.079)를 더한 총 효과는 0.192이었다. 또한 유능감과 창업의

지의 관계에서 간접효과는 0.332(0.378*0.879)이며, 직접효과

(0.157)과 간접효과(0.332)를 더한 총 효과는 0.489이었다.

<표 6> Sobel test 결과

구분 A B SEa SEb Z

자율성 .090 .879 .029 .060 3.04*

유능감 .378 .879 .036 .060 8.53*

* p < .01, 비표준화 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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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에 대

한 창업교육 수강여부의 조절효과 검증결과<표 7>, 모형 2와 

모형 3에서 R2의 변화량(0.027, p <.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서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교육 수강여

부가 조절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7> 창업교육 수강여부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모형1
(창업의지)

모형2
(창업의지)

모형3
(창업의지)

(상수) 1.442 1.487 1.538

자율성(A) .100** .090*** .082***

유능감(B) .126** .121** .116**

관계성(C) .073 .075 .076

수강유무(D) .133* -.044

A*D .182

B*D .119**

C*D .049

R2 .054* .071 .099

△R2 - .017* .027*

* p < .01. ** p < .05, *** p < .1

조절효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Aiken & West(1991)는 상호작

용항의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효과를 

도식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예비창업

자들의 높은 유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창업교육을 1강좌 이상 수강한 집단(B=.402, p<.01)이 전혀 수

강하지 않은 집단(B=.010, n.s.)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2은 지지되었다.

<그림 2> 창업교육 수강여부의 조절효과(유능감)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예비창업자의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예비창업자

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자기결정성과 기업가정신의 관계

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첫째, 예비창업자의 높은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

감)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Yoon(2004)과 Lee et al.(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 중 관계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둘째, 예비창업자의 높은 자기결정성(자율성, 유

능감)은 기업가정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관계성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Chang & 
Choi(20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예비창업가의 경우에도 

일반기업의 근로자처럼 자율성과 유능감이 높아지면, 기업가

정신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비창

업자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들의 자기결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

로 학생들의 유능감을 지원하는 것이 창업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창업교육의 핵심도구라는 주장(Zhao et al., 2005; Raposo 
et al., 2008)처럼,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를 높

이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들의 심리적 특성(자기결정성 등)을 

함양하기 위한 창업교육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즉, 예비창업

자에게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닌, 자신감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심리적 특성에 관한 창업교육과 더불어, 스스로 선택하

고 결정할 수 있도록 Knowles(1980)의 안드라고지적(자기주도

적, 경험중심, 문제해결, 학습준비성은 발달과업과 관련)의 창

업교육활동이 절실해 보인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개

인심리적 특성 함양을 위한 창업교육, 창업교육의 자기주도

적 성인교육기법의 적용, 창업교육전문가의 육성을 통한 창

업교육의 전문화 및 직업교육 또는 진로교육으로서의 창업교

육의 일상화와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다. 이는 Lee & Bian(2011), Shin & Ahn(2015)의 연

구와 일치하였다. 넷째, 기업가정신은 자기결정성(자율성, 유

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는 예비창업자들의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주기보다는 기업가정신을 통해서 창업의지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때 창업의지의 고취를 위해서는 

예비창업가의 자기결정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기업

가정신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즉, 예비창

업자의 자기결정성과 기업가정신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정

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섯째, 창업교육을 수강한 예비창업자집단은 자기결정성(유

능감)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를 더욱 높게 나타났다. 반

대로 창업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집단은 자기결정성과 창업의

지의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특히, Kim(2014)은 

대학생의 창업의지가 심리적 성장환경과 창업교육태도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 점을 볼 때,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

지를 높일 수 있도록 창업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기결정

성을 확보하기 위한 창업교육으로 내재적 동기부여가 강화되

어야 할 것이다. 이는 창업교육이 자기결정성을 강화한 것으

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창업교육이 평생교육 및 성인학

습의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이어 진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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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의 차원으로서 창업교육이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인학습자이자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

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

을 통해 그들의 자기결정성을 높여주고, 성인학습기법을 통

해 대학생들의 경험학습 기회를 제공(Ries의 린스타트업에서

의 “만들기-측정-학습”도 하나의 예라 할 수 있음)하여 창업

에 대한 긍정적인 성찰을 제공하고, 그들이 학습을 통해 성

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에 부정적인 기존의 

사고와 가정들을 바꿔주는 전환학습의 기회가 선행적으로 제

공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의 성인교육이 사회문화적, 사회구

조적,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포괄적으로 교육기회와 

접근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에(Merriam, 2007), 예비창업

가를 위한 창업교육 역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원되

어 창업생태계를 향상시키는 기반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횡단연구를 실시한 

바, 추후에 종단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자

기결정성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의 영향뿐만 아니라 창

업 이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는지까지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창업수업 수강유무로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창업교육의 목적, 내용 및 방법 등의 차

이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지는 못했다. 물론 본 연구의 창업

교육은 기존연구와 달리, 일회성 교육(특강 등)이 아닌 대학

에서 한 학기 정규강좌로 개설된 강좌를 대상으로 수강유무

를 판단한 점에서 차별화는 보이지만, 향후 연구에서 창업교

육방법론에 대한 연구, 창업교육전후 비교 연구, 사례연구 등

이 추가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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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Among Self-Determinati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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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verall, college students tend to be immersed in the relatively safe employment, such as civil servants or public sector than start one’s 
own business due to the lack of entrepreneurial spirit which made the great success in order to take the risk and innovative challenge. In 
this study, relationship between pre-founder of college students’ self-determinati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s are to be 
determined. As a result,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in order to make pre-founder various ways of career decision beside employment. 
Therefore start-up training courses was verified by moderating effects. 

The results are first, high self-determination(Autonomy, Efficacy) of the pre-founder made positive impa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 high self-determination(Autonomy, Efficacy) of the pre-founder made positive impact on entrepreneurship. Third, entrepreneurship 
of the pre-founder made positive impa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urth, entrepreneurship was carried out a ful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inally, Pre-founder group who have tak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ve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igh self-determination(Autonomy, Competence, Relation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Based on these results, especially pre-founders, in order to improve the willingness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highly 
motivated intrinsic motivation is needed to ensure the student’s self-determination in University education. It looks that can be achieved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autonomy, competence, efficac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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