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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cro small business start-ups are receiving financial and marketing support from government or 

public authority, but business closure rate is very high and it causes a hugh burden to households and 

national economy.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determination characteristic of small 

business start-up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learning orientation and innovation ability. The 

man's intrinsic motivation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s expected to have an impac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mall business start-ups.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includes perceived autonomy, perceived 

competence, perceived relationship as in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presented a research model for 

explain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mall business start-ups, and collected 260 survey responses 

from the small business start-ups In order to validate the proposed research model, PLS analysis is performed 

with valid 246 questionnaires. By PLS technique, the measure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esearch variables 

are tested and the path analysis is conducted to do the hypothesis test. Path analysis shows that perceived 

autonomy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learning orientation and innovation ability. On the other hand, 

perceived competence significantly influences learning orientation and innovation ability. Perceived 

relationship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learning orientation. It is found that the parameters of learning 

orientation and innovation ability significantly influence the dependent variable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Based on the results, a policy and strategy for supporting small business start-up are presented.

Keywords：Small Business Start-Up, Learning Orientation, Innovation Ability, Entrepreneurial Intention, 

Self-Determin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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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거시 으로는 1997년의 IMF 외환 기, 2008

년의 세계 융 기, 2015년 미국의 리인상 가

능성,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들의 

양산, 직장에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를 받아  

수 있는 일자리의 부재, 재취업 곤란 등으로 인

해 비자발 으로 자 업에 참여하는 비 이 높

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 업자의 규모는 추세

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경기변동과 산업구조

의 변화, 정책  요인, 인구 구조  요인 등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망

업종의 창업 유도, 과 업종 진입 최소화, 경

역량 강화, 업종 환 등의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기획재정부, 2012].

소상공인은 주로 생계를 해 소규모 사업을 

하는 자 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시에 

소규모의 자본을 투자하고 경 을 담당하는 사

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로자 수보다도 소규모 

기업의 특성에 기인하여 경 자나 근로자 모두 

단일 기능보다는 경 리, 생산, 기술개발, 마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채갑석, 이원 , 2013].

재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국가경제에서 차

지하는 요도는 상당히 높으며, 많은 고용을 창

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고용기회를 얻지 못

하는 미숙련, 학력 노동자나 실직 노동자에게

도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안 망에 요한 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3]. 그러

나 소상공인의 5년(2009～2013)간  창폐업 

실태를 보면 개인사업자의 신규창업자는 4,828천

명, 폐업자는 4,075천 명으로 창업자 비 폐업자

의 비율은 84.4%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은 

87.1%, 2013년은 86.9%로 높아지는 실정이다[국

세청, 2014].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자발  생계형 창업자들과 경 의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속 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돕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

공인 지원에 한 표  공공지원기 인 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

상공인 자 , 창업교육, 정보제공, 상담  컨설

, 멘토링, 마   로지원 로그램으로 창

업지원과 경 역량 향상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

하고 최근 경기침체 지속으로 소상공인은 매출

액 감소, 과당 경쟁 심화, 융권의 융소외 

상 확 , 융비용 부담 증가 등의 다양한 험

에 노출되어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자 업자 

폐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에 향

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처음 상했던 것보다 

이익이 낮아서’ 69.3%, ‘수요가 없어서’ 38.2%,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낮아서’ 28.1%, ‘건강악

화․가정불화 등 개인사정’ 14.8%, ‘ 성에 맞지 

않아서’ 9.8%, ‘업종 환’ 9.4%로 나타났다[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 2014]. 이는 낮은 진입장벽  

정책 상 범  등 여러 특수성으로 인해 과잉

화, 수익성 하 등으로 집약되는 자 업 문제의 

근원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들의 창업동기를 보면 최  창

업 시 동기는 ‘경제  동기’가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환경 동기’ 26.9%, ‘경제  환경 

동기’ 25.8%, ‘자아실  동기’ 7.3%의 순으로 나

타났다. 재 창업 동기의 경우, ‘생활환경 동기’가 

40.6%로 조사되어 최  창업동기와 차이를 보

으며, ‘경제  동기’ 27.4%, ‘경제  환경 동기’ 

18.2%, ‘자아실  동기’ 7.5%순으로 나타났다[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4]. 여기서 ‘경제  동기’

는 창업이외의 진로보다 더 큰 경제  수입을 

한 창업을, ‘생활환경 동기’는 다른 안이 없어 

생계를 목 으로 한 창업을 ‘경제  환경 동기’

는 취업난  직장 망이 불투명해 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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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서의 창업을 의미한다. 이처럼 폐업이 

늘어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

출  창업 드라이  정책에 편승한 외부  환

경과 생계유지를 해 외재  동기에 의한 비자

발  창업, 시장 경제의 어려움, 창업자 자신의 

역량은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이 원인으

로 작용했다[ 소기업청, 2013]. 따라서 창업자

의 핵심역량을 키우고 내재  동기에 의한 자신

감을 바탕으로 신 하고도 비된 창업이 실

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창업을 결정하게 되는 향 요인에 한 선

행연구들에서는 성공 인 창업자에게서 나타나

는 공통 인 개인  특성이 있다. Krueger et al. 

[2000]의 연구에서 성공 인 창업자가 되기 

해서는 창업동기가 요하다. 창업동기는 창업

경험, 련 산업경험, 경 자로서의 경험, 연령, 

교육수 에 있어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는 어떤 동기에 의해 창업가  행동이 유발되는

지 등 창업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윤남수, 2012]. 그러나 소상공인들 에는 

자신의 역량보다는 정부의 자 지원과 정책에 

기 어 창업을 개시하거나 취업이 어려워 할 수 

없이 창업을 하는 비자발  생계형 창업이 무분

별하게 이어지게 된다. 이는 외재  동기에 의

한 향을 받아 이루어진 창업으로써, 다수가 

경  험에 처해있다. 기 창업을 계획하는 

창업자의 경 애로를 감소시키고 창업성공 가

능성을 높이기 해서는 내재  동기가 제되

어야 한다[유 호, 2013]. 따라서 자기결정성 이

론을 토 로 자기결정 인 사람일수록 내재  

동기에 더 향을 받아 자발 인 창업의지를 가

지게 되고 창업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측할 수 있다. 최근까지 진행된 창업의지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주로 창업자의 인구통계학  개인특성에 

한 연구[민향옥, 김동주, 2013; 윤방섭, 2004; 

이지우, 2000]와 창업교육에 한 연구[박재환 외, 

2011; 최명길, 박은주, 2012; 최세철, 권용주, 2014] 

그리고 기업가정신에 한 연구[김  외, 2014; 

오 미, 박성환, 2014; 윤남수, 2012]가 주를 이

루어 왔으며, 셀 리더십  개인이 처한 상황

에 한 연구[반성식 외, 2013; 유 호, 2014]가 

집 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내재  동기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의 핵심요소로 포함되어

야 할 학습지향성  신역량간의 계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차별 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창업하려는 측

면에서 소상공인의 창업의지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고찰하고, 창업지원제도에 한 

정책  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창업의

지에 있어서 소상공인의 내재  동기를 연구하

고 경 학  함의를 얻기 해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한 명확한 실증  연구를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소기업 이상의 조직

역량 에서 다루어진 학습지향성과 신역

량을 소상공인의 에서 창업의지와 련된 

논의를 시도해 본다는 것이다. 넷째, 자기결정

성과 창업의지 간에 학습지향성과 신역량의 

매개역할을 고찰하 다는 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소상공인의 창업의지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인간의 내재  동기

인 자기결정성 이론인 지각된 자율성, 지각된 

유능성, 지각된 계성이 학습지향성, 신역량

을 통해 창업의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  분석이 

소상공인  창업을 계획하는 비창업자에게 

창업의 향 요인에 한 이론 , 실무  이해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소상공인과 창업실태, 자기결정성 이론,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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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 신역량 그리고 창업의지를 정리하고, 기

존 소상공인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연구모형  가설을 설정하고. 제 4장에서는 변

수 정의와 연구 상  분석단 를 기술하 다. 

제 5장에서는 가설검증  결과분석을 기술하

고,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연구결과  시

사 , 향후 연구방향에 해 논의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소상공인과 창업실태

소상공인(Small Business Start-Up)이란 

소기업 에서도 상 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

공기업을 운 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구체

으로 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

시근로자 10인 미만이고 기타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를 운 하는 사업자를 의미한

다[법제처 제11846호, 2013; 최세철, 권용주, 2014]. 

소상공인은 그 특정상, 생계형 창업이 그 기반의 

심이 되며 부분 소 포 소규모의 자 으로 

창업을 시작하여 매우 세한 조건으로 사업을 

하는 개인 는 가족을 말한다[우 일, 이상윤, 

2011]. 소상공인과 자 업주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소상공인은 1∼4명 는 1∼9명의 상시근로

자를 고용한 자 업주가 운 하는 업체라 할 수 

있으며, 자 업자라는 표 을 자제하고 소상공인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이유태, 2012]. 

소상공인은 소규모와 민첩성을 바탕으로 새로

운 기술개발과 상품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이며, 

기업과 소기업에 제품생산을 한 원부자재

를 공 하고 생산한 제품을 최종 인 소비자에

게 달하는 유통망을 형성하는 자라고 하 다

[이남주 외, 2013]. 소상공인은 기업으로 성장

하기 한 가능성이 높으며, 견  기업과의 

하청분업 계에서 부분품을 생산 조립하거나, 생

산품의 도소매 등 경제시스템의 하부구조를 형

성하고 있고 우리나라 산층 형성의 심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이덕훈 외, 2013]. 

소상공인의 특징은 기술과 정보, 경 능력의 

부족과 자 에 취약한 세한 사업규모를 가지

고 있다. 첫째, 가족경 에 의한 생계형 창업이 

많고 정보와 마 의 부족 등으로 생산성과 

신성이 떨어지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정훈, 김혜정, 2010]. 둘째, 소상공인들의 업

종은 폭 넓게 분포하고 있고 매년 새로운 업종

의 등장과 치열한 경쟁으로 창업과 휴폐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빈 식, 박정기, 2002]. 

셋째, 사업 운 자 과 가계 생활자 을 혼용

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생

활자 이 그 로 유입되어 자 리의 개념이 

낮고 사업의 손익 리가 안되고 있어 재무 리 

 경 개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이덕훈 

외, 2013].

소상공인의 실태를 보면 2012년 기업의 1년 

생존율은 59.8%, 5년 생존율은 30.9%로 나타났

으며, 1년 생존율은 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다. 

종사자수 4인 이하 기 으로 2012년 신생기업은 

739천개(13.7%) 소멸기업은 722천개(13.4%)로 나

타났다[통계청, 2014]. 한 자 업자의 60.9%가 

6개월 미만의 창업 비 기간을 거쳐 생계유지를 

해서 82.6%가 창업을 하 으며, 경 상의 애

로사항으로는 로가 26.8%, 자 부족 22%, 상

품․서비스가 19.4%, 입지가 11.8%로 나타났다

[ 소기업청, 2013].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비창업자  소상

공인 연구에 해 첫째, 외재  동기의 한계를 

극복할 안으로 창업자의 내재  동기에 의한 

창업의지에 해 심리학  근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변하는 외부환경과 시장변화에 필요한 핵

심역량인 학습지향성과 신역량에 해 경

학  근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창업 5년 생존

율이 30.9%인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91.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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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Behavior)

비자기결정성
(Nonself-Determined)

자기결정
(Self-Determined)

동기
(Motivation)

무동기
(Amotivation)

외재  동기
(Extrinsic Motivation)

내재  동기
(Intrinsic 

Motivation)

조 양식
(Regulatory Styles)

무조
(Non-Regulation)

External
Regulation
(외  조 )

Introjected
Regulation

(투입된 조 )

Identified
Regulation

(동일시된 조 )

Integrated
Regulation

(통합된 조 )

내 조
(Intrinsic 
Regulation)

인지된 
인과 소재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개인의
(Impersonal)

외
(External)

다소 외
(Somewhat
External)

다소 내
(Somewhat 
Internal)

내
(Internal)

내
(Internal)

련 조  과정
(Relevant Regulatory 

Processes)

무의도
(Nonintentional)

무가치
(Nonvaluing)

무능력
(Incompetence)

통제의 결여
(Lack of Control)

컴 라이언스
(Compliance)

외 인 보상
 처벌

(External 
Rewards and 
Punishments)

자기-조
(Self-control)

자아 여도
(Ego-Involvement)

내  보상  처벌
(Internal Rewards 
and Punishments)

개인의 요성
(Personal 

(Importance)

가치의식
(Conscious 
Valuing)

일치성과
(Congruence)

자각
(Awareness)

자기와의 통합
(Synthesis
with Self)

흥미
(Interest)

즐거움
(Enjoyment)

내재  만족감
(Inherent 

Satisfaction)

<표 1> 동기유형[Ryan and Deci, 2000]

향후에도 사업체를 계속 운 하겠다는 의지를 가

지고 있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기업청, 2013]. 

이를 통해 성공 인 창업으로 이루어지려면 내

재  동기에 의한 자발  창업의지와 꾸 히 배

우고자 하는 열정, 시장의 변화에 호응하는 신

역량을 키워야 지속가능한 경 이 이루어질 것

이다. 

2.2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자기결정성이란 특정한 행동을 하려고 결정

할 때 외부  압력이나 보상에 따른 것이 아니

라 행동하는 이유에 자신의 의지를 반 해서 스

스로 선택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조진 , 임미란, 

2014]. 한 자기결정성을 근원  본질에 있어

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자유의지에 의해 외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 로 정의

하기도 한다[이정원 외, 2010]. 자기결정성 이론

은 개인의 성격발달과 행동에 한 자기 조 을 

구분하기 한 내  근거의 요성을 강조한 이

론이면서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를 연속선

상에서 볼 수 있다[Ryan and Deci, 2000].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되면 내재  동기가 유발되

어 창의  행동, 정 인 정서  반응, 자존감, 

유연한 인지  처리, 삶의 만족, 수행, 그리고 

끈기 등이 진된다고 주장하 다[김은 , 2012]. 

내재  동기가 높은 수 에 있을 경우 외재  동

기일지라도 정보 이고 건설 이며, 과제를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외재  동기는 창의성을 유

도할 수 있다고 하 으나 통제 인 외재  동기

는 여 히 창의성을 방해한다고 보았다[Amabile, 

1996]. 하지만 Deci and Ryan[1985]은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를 구분하지 않고,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가 내면화되어 자기결정에 

따라 자신을 통제하고 스스로 조 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고수일, 한주회[2009]는 내재  동

기와 외재  동기로의 이원화된 구조에 동일시

동기  규범  동기, 무동기가 부가 으로 존

재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자기결정 

연속선에 따른 동기유형을 아래의 <표 1>로 설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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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으로 동기유형들을 살펴보면 첫째, 무

동기는 자기결정성이  없는 것으로 행동하

려는 의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외

조 은 외재  동기 에서 자기결정성이 없는 

형 인 외  제약에 의하여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투입된 조 은 행동에 한 원

인을 이제 막 내면화시키기 시작하는 단계로 자

신의 의지가 개입되는 상태이다. 그러나 근본

으로 외부의 압력에 기 한 것이므로 자기 자신

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비 을 회피하기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동일시된 조

은 개인이 행동의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완

히 내면화 시키지는 않아도 그 가치를 인정하여 

수용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그 행동이 가치

가 있다고 단하여 행동을 하나 그것 자체에 

한 기쁨이나 자기만족 보다는 어떤 목표를 달

성하기 해 행동하기 때문에 완 히 내재화 된 

것은 아니다. 다섯째, 통합된 조 이란 외재  

동기의 가장 자율 이며 완 하게 내재화된 형

태이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완 히 동화된 선

택된 조 에 의해 행 를 하지만 여 히 행  

자체의 고유한 속성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이라

고 하기는 어렵다. 조 이 내면화 되면 개인은 

자신의 가치나 정체성의 다른 측면들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그러한 행동의 원인을 완 히 수용

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재  동기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행 를 통해 삶에 

한 흥미, 즐거움, 내재  만족감을 느끼는 경

우를 의미한다[Ryan and Deci, 2000]. 

자기결정성 이론의 주요 변수로는 개인의 본질

인 심리욕구인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

petence), 계성(Relatedness)이 있으며, 이들 변

수들은 개인의 행복감과 사회 발 에 도움을 

다고 한다. 즉, 자기결정성 이론의 요한 변수

들은 자기결정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

간의 본원 인 감정이라 할 수 있다[Ryan and 

Deci, 2000]. 자율성이란 자신이 스스로가 행하

는 행동에 한 주체이자 조 자라는 신념을 의

미한다[서문식, 2014]. 따라서 개인의 자유의지

에 따라 자신의 심분야와 생각, 그리고 실생

활 문제  이슈에 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능성이란 

미션을 수행하고 목표에 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자신의 능력에 한 자신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권두순 외, 2010], 따라서 유능성은 동일한 

개념의 자기효능감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다고 느끼고, 특정행동을 실행하여 성과

를 냈을 때 자신의 능력에 한 자신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계성은 모든 상 속에서 나 

자신과 상 방이 지속 인 계를 맺고 그룹을 

형성하고 발 시키는 것을 말한다[Standage et 

al., 2003]. 계성은 다른 사람들과 지속 인 

계를 추구하고 발 시키려는 성향으로 정의한

다[양윤직, 유종숙, 2014]. 계성은 타인들과 연

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련이 있으며, 계성 

욕구가 만족될수록 내재  동기 수 이 높아지

고 동학습 참여도 높아진다는 것이다[김은주, 

도승이, 2009]. 따라서 계성은 자신이 사람들 

사이의 연계  연결, 사람들과 지속 인 계

를 맺으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2.3 학습지향성(Learning Orientation)

학습은 오늘날 끊임없는 변화와 신을 요구 

받고 있는 조직에 있어, 생존과 성장에 핵심

인 조직의 능동 , 방  변화능력으로 간주 

된다[Senge, 1990; Dodgson, 1993; Sinkula et al., 

1997]. 이러한 학습지향성의 개념은 조직학습과 

학습조직구축을 활성화하기 하여 Sinkula et al. 

[1997]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Sinkula et al. 

[1997]의 연구에서는 학습지향성이란 조직의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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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theoryin-use), 정신모형(mental model), 지

배논리(dominant logic) 등과 같은 고유의 조직

성향에 학습가치를 부여하는 조직의 가치체계

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습지향성은 

조직학습을 효과 으로 실 하기 한 주요가치 

특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최석 , 2011]. Slater et al.[1995]의 연구에서는 

조직이 학습 능력을 증진하기 해서는 개인학

습과는 달리 조직문화와 조직풍토의 조성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 다.  

Calantone et al.[2002]의 연구에서 학습지향

성은 경쟁우 를 증진하기 해 지식을 창조하

고 활용하는 조직 반에 걸친 활동이라고 정의

하 으며, 정 용, 박권홍[2010]의 연구에서는 학

습지향성을 지식창출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기 

한 활동이 조직 반에 내재화된 문화로 해석하

면서, 시장지향성과 신성에 향을 미쳐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기 한 지식과 역량을 개발하

는 행 라고 정의하 다. 학습지향성은 조직이 

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한 조직학습 

활성화를 통하여 조직성과  재무 , 기술  성

과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라 할 수 있다. 한 조직구성원들로 하여  과

업수행에 흥미와 문지식 습득을 가능하게 하

여 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게 하는 창의

 능력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과 

성과에 정  향을 주는 개념이라고 하 다

[최석 , 2011]. 학습지향성은 조직의 학습  능

력으로써 학습몰입, 비 공유, 개방성이라는 세 

가지 역으로 구성된 개념이다[Calantone et al., 

2002; Senge, 1990; Day, 1994].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조직원들이 개방 인 사고를 갖고 기

업목표와 시장정보를 잘 악하여 지속 으로 발

생하는 변화와 트 드에 응하는 능력이 향상

될 것이라고 하 다[여은아, 2009]. 학습지향

인 조직은 개방 인 사고로 시장정보를 잘 악

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트 드에 응하는 능

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면서, 학습지향성을 기

업의 경쟁력 강화를 해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학습을 극 으로 장려하고, 신

지식 창출을 해 노력하는 조직 활동이라고 정

의하 다[유 호, 2011].

학습지향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습과정에

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목표지향성 이론에서 

제시된 변인이며[Farr et al., 1993], 학습지향성

이 높은 사람은 기업조직에서 개인  자신의 능

력을 향상시키고 지식․기술을 학습하기 한 

개인의 내재  심과 노력을 기울인다[Sujan 

et al., 1994]. Bontis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개인과 조직 수  간 학습의 변화에 한 설명

에서 조직의 학습가치가 개인의 생각과 동일하

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에서, 변화과

정에서 나타나는 불일치(misalignment) 부분을 

말하고 있으며, Wong[2002]의 연구에서는 학습

에 한 인식의 변화과정이 개인들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집단 내 상호조정 기능으로서 작용하

나 개인들이 타인과의 완벽한 의견일치를 이룰 

필요는 없으며, 자신만의 다양한 과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 다. 이러한 에서 

조직이 개인 간의 인식차이를 최소화하고 학습

에 한 가치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학습개발 행

동을 격려해야 한다고 말한다[Baker and Sinkula, 

1999; 여은아, 2009]. 한 경 자의 가치가 많

이 개입된 조직 학습지향성이 개인 학습지향성

에 향을 미치거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하 으며, 기술  환경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개

인 학습지향성과 조직 학습지향성 모두 높게 인

식하거나 일치될수록 높은 조직성과를 나타낸

다고 하 다[김강호, 2008; Coleman and Keep, 

2001; Gibbons, 2002; Paparoidamis, 2005; Kelliher 

and Henderson, 2006]. 학습지향 인 기업은 고

객의 니즈와 욕구를 악할 수 있는 자원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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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가지고 있어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비

교  낮아 장기 으로 보면 학습이야말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수 있다[Dickson, 1996]. 

소기업은 기업의 자본력이 기업에 비하여 

상 으로 제한 이기 때문에 업무 련 교육

을 받을 기회가 을 수밖에 없으나 회사의 목

표와 비 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종업원들에

게 더 깊이 인식될 수 있어 규모가 작은 기업일

수록 유연성이 강하며 외부환경에 해 빠르게 

응할 수 있다[Carland et al., 1984; 이일한 외, 

2012].

2.4 신역량(Innovation Ability)  

신의 개념을 Van de Ven[1986]의 연구에서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사람과 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

고 실험하는 행 이며, Scott and Bruce[1994]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그것

을 제품, 서비스, 로세스에 유용하도록 변화시

키는 과정이라고 했다. 박지호[2011]의 연구에서

는 신을 시스템, 정책, 로그램, 장치, 로세

스, 제품 는 서비스를 막론하고 어떤 아이디어

나 태도를 채용하는 것으로써, 그것을 채용하는 

조직에게 있어 새로운 것으로 폭넓게 정의하

다. 역량의 개념을 Boyatzis[1982]의 연구에서는 

직무에서 효과 이고 탁월한 수행의 원인이 되

는 개인의 내 인 특성을 의미하며, 박천오, 김상묵

[2004]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충분한 수 의 성과

를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기술 혹은 특성이 무

엇인지를 밝히려는 것이라고 하 다. 고재성 외

[2010]의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발생하는 요구에 성공 으로 응하여 이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총체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다. 

신과 역량의 개념을 통합한 개념을 알아보면, 

Burns and Stalker[1961]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로세스, 제품 등을 성공 으로 도입

하고 용시킬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을 신 역량

이라고 정의하 다. Lawson and Samson[2001]

의 연구에서는 신역량을 기업의 이익을 목

으로 지식과 아이디어를 새로운 제품, 로세스, 

시스템으로 지속 으로 환하는 능력이라고 정

의하 으며, 신역량은 기존의 기업 활동과 새

로운 신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

다. 김귀원[2014]의 연구에서는 신역량에 한 

구성 개념을 조정과 통합을 한 행동역량, 새로

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한 문역량, 

그리고 이러한 모든 역량을 상호․순환 으로 

리하기 한 리더십 역량의 합이라고 하 다.

기업의 신역량은 기술 신과 경 신으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는데, 기술 신역량을 임채윤

[2010]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R&D 투입과 특허

성과를 통한 매출성장 등을 통해 경제  가치를 

이루어내는 능력이라고 하 다. 기술 신역량이 

높다는 것은 기술 신을 한 투입물 비 기술

신 성과 혹은 기술 신 산출물의 비 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하며, 조직내․외부의 자원과 로

세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자원과 로세스를 형성

하는 능력으로써 동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선양, 2008]. 한편 경 신역량을 나옥규 외

[2010]의 연구에서는 경 환경에 응하기 하

여 정보화 기술과 변하는 정보화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반의 정보시스템 이용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을 신 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라고 하 다.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비즈니

스 로세스의 높은 속도, 효율성, 품질을 획기

으로 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용하기 

해서는 무형자산 리 등 내부 로세스를 새

롭고 차별화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

며, 조직의 변화, 신, 성장을 지원하는 분 기 

조성을 통해 정보화시 의 기업환경에서 경쟁

우 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박해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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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가의 의식구조 개선은 창업에 

한 구체 인 이해, 아이템 용  경쟁우  확

보, 창업가정신 함양과 험환경 처능력을 갖

춤으로써 미래 불확실성 극복과 창업성공에도 

크게 도움을  수 있다. 

2.5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 

창업은 창업가의 계획 이고 의도 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

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Bird, 

1988; Katz and Gartner, 1988]. 창업은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으로써 창업가, 소유경

자, 조직설립, 신과 독특성, 가치창조, 이익창

출 여부, 기업의 성장 등 8가지 측면을 연구의 주

제로 제시하 다[Gatner et al., 1992]. 창업활동

은 기에는 개인 는 소규모의 소기업을 

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 이며 창업에 한 

연구는 경제, 경 , 사회심리학 등의 여러 분야에

서 그 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속 으로 많

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Krueger et al., 2000; 

민향옥, 김동주, 2013]. 행동의지에 한 사회심

리학 연구에서 Ajzen과 Fishbein의 의도  행동

모델을 통하여 창업의지와 창업행 와의 계를 

설명하면 의지는 미래 목표행동에 한 념을 

나타내며, 지각된 행동 통제력, 주  규범, 행동

의지 등은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

수로 간주된다[Ajzen, 1982; Ajzen and Fishbein, 

1980; Krueger et al., 2000]. 창업의지는 잠재

인 창업가가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있

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창업 행동과 매우 

한 계를 갖고 있는 요한 변수라고 하 다[이

지우, 2000]. 창업의지는 창업의도를 나타내는 태

도를 말하며, 창업과정의 첫 단계로서 자신의 태

도나 경험을 창업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지렛  

역할을 한다. 창업의지는 신생 기업의 기 특성

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기업에 반 으로 

향을 미친다[Bird, 1988; 윤방섭, 2004]. Basu and 

Virick[2008]의 연구에서는 의지는 계획된 행동

의 선행변수이다. 특히 의도는 행 가 찰하기 

어렵거나,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 는 측할 수 

없는 수치를 포함하는 경우에 행동 신 유용하

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의지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

어서 실제 으로 창업행동을 설명하는데 효과

이라 할 수 있으며, 창업의지는 창업할 가능

성에 한 지각과 취업할 가능성에 한 지각의 

차이에서 유발된다[Kolvereid and Moen, 1997]. 

따라서 창업의지가 높다는 것은 취업보다는 창

업에 더 호의 이라는 의미이다[김미숙, 김 국, 

2012]. Bird[1988]의 연구에서는 창업의지는 단

순히 개인  성향과 외부의 환경요인뿐만 아니

라 실무에서 얻어진 다수의 경험으로 쌓여진 다

양한 요인과의 복합 작용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결과라 할 수 있다[이완기 외, 2013]. 창업은 계

획된 행동이므로 창업의지에 한 이해는 창업

과 련된 반 인 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제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Shapero[1975]의 연구

에서는 의지란 행동성향(propensity to act), 창

업에 한 개인이 끌리는 정도로 측정되는 지각

된 욕구(perceived desirability)  개인이 창업에 

해 느끼는 가능성의 정도인 지각된 성(per-

ceived feasibility)에 의해 설명된다고 보았다. 

Shapero의 ‘창업이벤트(entrepreneurial event)’ 

모델 한 개인의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을 이해하

는데 이론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Shapero

의 견해는 지각이 창업과정에서 어떻게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한 이해를 돕고 있다. 

즉, 실직이나 이민 등과 같은 개인의 요한 생

애이벤트(life event)는 개인의 선택을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체 안으로서 개인은 창

업에 해 지각하게 된다. 이는 창업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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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향을 주어 결국에는 창업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창업의지는 창업을 비하

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한 토 를 형성하

는 기반으로 작용하며,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 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

시사, 강성일, 2007; 박재환 외, 2011]. 이와 같은 

견해는 지각이 창업 행 를 하는 결정  요인으

로 설명된다. 즉 개인의 선택과정에서 안으로 

창업을 지각하게 되고, 지각은 창업의지에 향

을 주어 창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최명길, 박은

주, 2012]. 창업의지는 잠재  창업가가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진취 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창업의지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ant, 1996]. 창업의지는 기업

을 설립하기 한 토 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 인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Veciana et al., 2005].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 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국내 소상공인의 창업의지에 미치

는 향요인들에 해 악하고 이들 요인들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은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소상

공인의 창업의지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

는 내재  동기 강화를 강조한 자기결정성 이론

의 주요 변수를 추가하 다. 구체 으로 소상공

인의 창업의지 향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계성이 학습지향성, 신역량을 통해 창업의지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

에서는 소상공인의 창업의지에 향을 미칠 것

으로 상되는 인간의 내재  동기인 자기결정

성 이론의 지각된 자율성, 지각된 유능성, 지각

된 계성과 학습지향성, 신역량을 통해 창업

의지에 미치는 향을 용한 연구 모형을 <그

림 1>과 같이 제시하 다.

3.2 연구가설의 설정

3.2.1 소상공인 자기결정성 특성과 학습지향성의 

계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상공인들의 창업의지 

향요인으로 자율성, 유능성, 계성의 3가지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향요인들이 학

습지향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설은 다

음과 같다.

Ryan and Deci[2000]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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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 지각된 유능성, 지각된 계성은 개인의 성

과를 높이기 한 필수 요소인 내재  동기와 외

재  동기를 모두 증가시키는 변인이라고 언

하 다. 첫째, 자율성(Autonomy)이란 자신의 자

유의지의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고

도일[2011]의 연구에서는 내재  동기에 한 자

율성의 효과는 학습목표에 의해 부분 으로 매

개되며, 자율성과 성과-보상 연계성은 성과 근

목표를 매개로 내재  동기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업 조직원

들이 자율 인 분 기 속에서 정 인 마인드

를 갖고 업무에 임하게 될 때 업무에 한 즐거

움이 생겨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유능성(Competence)은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다고 느끼고 특정 행동을 실행하여 성과

를 냈을 때 자신의 능력에 한 자신감이라고 

정의한다. 김정환[2011]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교

수능력, 자기효능감, 실제지능, 성취목표, 지향

성  학습 략이 성취도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특정행동에 

해 성과가 나타나면 나에게 오는 자신감으로 

인해 어떤 학습을 받아도 의욕 이면서 열정

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계성(Relatedness)은 자신이 사람들 

사이의 연계  연결, 사람들과 지속 인 계

를 맺으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

한다. 김명숙, 김정인[2008]의 연구에서는 동

학습상황에서 학습자들의 공동체의식, 성취목표

지향성  공유된 목표 간의 계성에 해 살

펴보았다. 이를 통해 소집단 동학습상황에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정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게 되면, 성취목표와 학습지향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이론  배경을 토 로 국내 소상공인

들의 창업의지 향요인과 학습지향성과 련

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소상공인의 지각된 자율성은 학습지향

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소상공인의 지각된 유능성은 학습지향

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소상공인의 지각된 계성은 학습지향

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소상공인 자기결정성 특성과 신역량의 계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상공인들의 창업의지 

향요인으로 자율성, 유능성, 계성의 3가지 요

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향요인들이 신

역량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성과 신역량의 계를 살펴보

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통해 신 인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김종우, 

이지우[2012]의 연구에서는 과업특성과 신성

과에 한 연구에서 차공정성과 과업자율성은 

신행동에, 신행동은 신성과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직원들의 공정

한 차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율 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분 기는 신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김해룡, 김 언[2011]의 연구

에서는 직무자율성이 신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셀 리더십의 하  략들 

가운데 행동지향  략과 자연  보상 략은 

직무자율성과 신행동 간에 부분매개 작용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

의 리더십을 가지고 직무에 해 내재  동기를 

가지고 자율 으로 실행한다면 신 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지우 외[2003]의 연구에

서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 수행을 한 여

러 가지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결정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 자율성이 높을수록 업무수행과 

련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통해서 새롭

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조하거나 도입, 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신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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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유능성과 신역량의 향 계를 살펴

보면, 강 순, 김정훈[2013]의 연구에서는 코칭

리더십과 기본심리욕구에 한 연구에서 유능

성 욕구는 신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양자 간의 계에서 기본심리

욕구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

를 통해 인간이 기본 으로 지니고 있는 기본심

리와 남들과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신

인 행동을 일으키는 데 매우 요한 요소로 

할 수라 할 수 있다.

셋째, 계성과 신역량의 향 계를 살펴

보면, 이곡지, 추교완[2009]의 연구에서는 계

지향성의 요소  결속력, 의사소통, 가치공유, 

감정이입이 신성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계를 잘 형성하는 사

람일수록 무언가에 깊은 심을 가지고 배우려

고 하는 욕구가 높기 때문에 어떤 업무나 창업

활동에 있어서 신 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이론  배경을 토 로 국내 소상공인

들의 창업의지 향요인과 신역량과 련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4 : 소상공인의 지각된 자율성은 신역량

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소상공인의 지각된 유능성은 신역량

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소상공인의 지각된 계성은 신역량

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2.3 학습지향성, 신역량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의지의 계

학습지향성은 지식창출을 통해 경쟁우 를 확

보하기 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내재화된 학습

에 한 성향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신역량

은 경쟁사와 비교하여 더 나은 가치창출을 가능

하게 하는 개인 는 조직의 신능력이라고 정

의한다. 창업의지는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는 과

정으로서 미래에 스스로 창업하려는 의도  태

도라고 정의한다. 유정석[2012]의 연구에서는 태

권도 조직 신을 한 연구에서 학습지향성  

과업자율성이 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태권도에서는 신을 하기 

해서 문지식, 업무에 한 이해가 높아야 하

며, 리  측면에서 자율 으로 지원과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정 용, 박권홍[2010]의 

연구에서는 소기업의 최고경 자를 상으로 

학습지향성과 기업성과에 한 연구에서 학습지

향성이 시장지향성, 신성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신성은 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기업의 최고경

자들도 지속 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변화에 응

하고, 시장 변화에 따라 배워야 할 콘텐츠의 내

용을 기업에 반 하여 신을 일으키는 것이 매

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습지향성과 신역량을 통해 창업의

지의 계를 살펴보면, 김  외[2014]의 학

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의 진취

성, 신성, 험감수성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진[2006]의 

학생의 창업자신감에 한 연구에서 기업가특

성  신추구성과 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양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수[2014]의 

연구에서는 자기 은 학습지향성에, 학습지향성

은 창업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창업의지에 없어서는 안 될 요한 요

인인 학습지향성과 신역량은 소상공인의 창업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사료된다.

이상의 이론  배경을 토 로 국내 소상공인

들의 학습지향성, 신역량 요인과 창업의지와 

련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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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  정의 선행연구

독립 

변수

자

기

결

정

성

지각된

자율성
자신의 자유의지의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Ryan and Deci[2000]

이명희, 김아 [2008]

김주환 외[2006]

권두순 외[2010]

지각된

유능성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다고 느끼고 특정 행동을 실행하여 성과를 

냈을 때 자신의 능력에 한 자신감이라고 정의한다.

Ryan and Deci[2000]

이명희, 김아 [2008]

김주환 외[2006]

권두순 외[2010]

지각된

계성

자신이 사람들 사이의 연계  연결, 사람들과 지속 인 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Ryan and Deci[2000]

이명희, 김아 [2008]

김주환 외[2006]

권두순 외[2010]

매개

변수

학습지향성
지식창출을 통해 경쟁우 를 확보하기 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내재화된 학습에 한 성향이라고 정의한다.

Slater et al.[1995]

Calantone et al.[2002]

정 용, 박권홍[2010]

신역량
경쟁사와 비교하여 더 나은 가치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는 

조직의 신능력이라고 정의한다.

Yam et al.[2004]

서리빈[2011]

장지호 외[2006]

종속

변수
창업의지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으로서 미래에 스스로 창업하려는 

의도  태도라고 정의한다.

Crant[1996]

이지우[2000]

박지유[2013]

박시사 외[2007]

<표 2> 변수의 조작  정의  선행연구

가설 7 : 소상공인의 학습지향성은 신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 소상공인의 학습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 소상공인의 신역량은 창업의지에 유

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연구변수의 조작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도출된 소

상공인의 자기결정성 특성이 학습지향성과 신

역량을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향요인의 개

념  정의를 내리고 선행연구들의 측정항목을 수

정하여 연구문항을 구성하 다. 아래의 <표 2>

는 변수의 조작  정의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

이다. 독립변수인 소상공인의 향요인은 지각

된 자율성, 지각된 유능성, 지각된 계성 요인으

로 자기결정성을 정의하 다. 매개변수는 학습

지향성, 신역량 그리고 종속변수는 소상공인

의 창업의지이다.

4.2 설문 설계(측정항목과 척도)

4.2.1 지각된 자율성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율성은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변수

의 측정항목은 내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다고 느낀다, 평소에 나다움을 유지하는 

편이다, 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많다고 느낀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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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로 할 수 있다고 느낀다, 체로 내 생각

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다고 느낀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는 총 6개 측정항목을 선정하 다. 

이 측정항목의 참고문헌은 이명희, 김아 [2008]

의 연구와 권두순 외[2010]이 개발한 측정항목을 

인용하여 재 수정하 다. 그리고 척도는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 다.

4.2.2 지각된 유능성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

다고 느끼고 특정 행동을 실행하여 성과를 냈을 

때 자신의 능력에 한 자신감이라고 정의한다. 

이 변수의 측정항목은 내 자신이 매우 효율 이

라고 생각한다, 부분 내가 하는 일들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일

을 잘한다고 말한다,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

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

보다 잘하는 것이 많다고 느낀다는 총 6개 측정

항목을 선정하 다. 이 측정항목의 참고문헌은 

이명희, 김아 [2008]의 연구와 권두순 외[2010]

이 개발한 측정항목을 인용하여 재 수정하 다. 

그리고 척도는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 다.

4.2.3 지각된 계성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신이 사람들 사이의 

연계  연결, 사람들과 지속 인 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이 

변수의 측정항목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 내가 정기 으로 만

나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다, 내 주변 사람들과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내 주변 사람들은 평소에 

나와 감정을 공유할 때가 많다는 총 6개 측정항

목을 선정하 다. 이 측정항목의 참고문헌은 이

명희, 김아 [2008]의 연구와 권두순 외[2010]이 

개발한 측정항목을 인용하여 재 수정하 다. 그

리고 척도는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 다. 

 4.2.4 학습지향성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지식창출을 통해 경쟁

우 를 확보하기 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내재

화된 학습에 한 성향이라고 정의한다. 이 변

수의 측정항목은 나는 회사의 학습 능력을 경쟁

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학습을 

지출이 아닌 투자라고 생각한다, 나는 직원들에

게 필요하다고 단되는 정보를 잘 달한다, 

나는 업무  일어난 실수를 새로운 학습기회로 

활용할 것을 장려한다, 나는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업무환경 는 업무 차 등에 활용

한다, 나는 직원이 새로 알게 된 지식이나 기술

을 업무에 용해 보도록 장려한다, 나와 직원

은 업무방식  차를 개선하기 해 서로 공

유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총 7개 측정항목을 선

정하 다. 이 측정항목의 참고문헌은 정 용, 박

권홍[2010]이 개발한 측정항목을 인용하여 재수

정하 다. 그리고 척도는 리커트 5  척도를 사

용하 다.

4.2.5 신역량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경쟁사와 비교하여 더 

나은 가치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는 조직

의 신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 변수의 측정항

목은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

다,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  

우수한 자원배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  우

수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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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창업

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  우수한 략

계획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창업

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  우수한 학습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  우수한 조직 리 능

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총 7개 측정항목

을 선정하 다. 이 측정항목의 참고문헌은 서리빈

[2011]과 장지호 외[2006]가 개발한 측정항목을 

인용하여 재 수정하 다. 그리고 척도는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 다.

4.2.6 창업의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

는 과정으로서 미래에 스스로 창업하려는 의도

 태도라고 정의한다. 이 변수의 측정항목은 주

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심을 받는 것을 느낀

다, 내가 정기 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

다,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다, 내 주변 사

람들과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내 주변 

사람들은 평소에 나와 감정을 공유할 때가 많다

는 총 5개 측정항목을 선정하 다. 이 측정항목

의 참고문헌은 이지우[2000]와 박지유[2013] 그

리고 박시사 외[2007]가 개발한 측정항목을 인

용하여 재 수정하 다. 그리고 척도는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 다.

4.3 표본선정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해 국내 

소상공인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국내 소상공인을 선정한 이유는 창업의지에 

한 연구 목 에 맞는 표본을 수집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설문조사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신용보

증기 의 4개 지역본부에 보증자 을 상담하기 

해 방문한 소상공인들에게 설문을 배포, 회수

하 다. 설문조사는 2015년 2월 2일부터 17일까

지 16일간 실시되었다. 이 기간에 총 260부의 설

문이 회수되었으며, 이  불성실한 답변이 포함

된 14부를 제외한 246부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

에 사용되었다. 설문응답의 단순화를 해 모든 

측정항목에 단일 균형 리커트 5  척도를 사용

하 고 설문은 익명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앞 의 구성개념의 조작  정의에 

제시된 것처럼 부분 선행연구를 통해 그 타당

성이 충분히 입증된 항목만을 이용하 다. 한 

설문지 문항에 한 국내 소상공인, 소기업 

련 공무원과 기타 련 사람들의 내용 검토, 설

문지에 한 사 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성개념

의 내용 타당성(Face Validity)  가독성(Read-

ability)을 확보하 다.

5.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

5.1 표본의 기술  특성

<표 3>은 자료 분석에 사용된 총 246개 표본

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사회경험에 한 응

답자의 특성을 보여 다. 표본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152명(61.8%), 여자가 94명(38.2%)이며, 

연령 분포는 30∼39세가 94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40∼49세가 61명(24.8%)로 체 표본의 

63%가 30∼40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졸이 116명(47.2%), 문 졸 56명(22.8%), 학

원 이상이 13명(5.3%)으로 체 표본의 75.3%

가 문 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

었다. 결혼 분포는 기혼이 147명(59.8%), 미혼이 

99명(40.2%)으로 조사되었다. 사회경험 분포는 

15년 이상이 75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5년

∼10년 미만이 54명(22%), 10년∼15년 미만이 

47명(19.1%)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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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연령

빈도(학력%)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졸이하 고졸 문 졸 졸 학원이상 체

20～29세 0 7(20.6) 10(29.4) 16(47.1) 1(2.9) 34(100)

74.141

(.000)

30～39세 0 22(23.4) 26(27.7) 44(46.8) 2(2.1) 94(100)

40～49세 0 11(18.0) 14(23.0) 33(54.1) 3(4.9) 61(100)

50～59세 0 18(37.5) 5(10.4) 20(41.7) 5(10.4) 48(100)

60세 이상 2(22.2) 1(11.1) 1(11.1) 3(33.3) 2(22.2) 9(100)

체 2(.8) 59(24.0) 56(22.8) 116(47.2) 13(5.3) 246(100)

<표 4> 연령과 학력에 한 교차표와 카이제곱 검정결과

  

연령

결혼

빈도(연령%)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체

미혼 34(13.8) 54(57.4) 10(16.4) 1(2.1) 0(0) 99(100)
111.609

(.000)
기혼 0(0) 40(42.6) 51(83.6) 47(97.9) 9(100) 147(100)

체 34(13.8) 94(38.2) 61(24.8) 48(19.5) 9(3.7) 246(100)

<표 5> 결혼과 연령에 한 교차표와 카이제곱 검정결과

구 분 항목
빈도

(N = 246)

비율

(%)

성 별
남 성 152 61.8

여 성 94 38.2

연 령

20～29세 34 13.8

30∼39세 94 38.2

40∼49세 61 24.8

50∼59세 48 19.5

60세 이상 9 3.7

학 력

졸 이하 2 0.8

고졸 59 24.0

문 졸 56 22.8

졸 116 47.2

학원 이상 13 5.3

결 혼 
미혼 99 40.2

기혼 147 59.8

사회경험

3년 미만 47 19.1

5년 미만 23 9.3

10년 미만 54 22.0

15년 미만 47 19.1

15년 이상 75 30.5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표 4>는 연령에 따라 학력의 분포가 다른지

를 알아보기 한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의 결

과이다. 연령에 따라 학력의 분포가 유의하게 다

르다고 할 수 있다.  연령 별 졸의 비 이 

가장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20 ～40 는 졸, 문 졸, 고졸의 

순으로, 50 는 졸, 고졸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는 결혼여부에 따라 연령의 분포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한 교차분석(카이제곱 검

정)의 결과이다. 결혼여부에 따라 연령의 분포

가 유의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혼은 30

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 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기혼은 40 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

, 30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연령에 따라 사회경험의 분포가 다

른지를 알아보기 한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

의 결과이다. 연령에 따라 사회경험의 분포가 

유의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 는 3년 미만

에서, 30 는 5년～15년 미만에서, 40 ～60 는 

15년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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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험

연령   

빈도(사회경험%)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체

20～29세 26(76.6) 6(17.6) 1(2.9) 0(0) 1(2.9) 34(100)

178.876

(.000)

30～39세 23(13.8) 15(16.0) 34(36.2) 25(26.6) 7(7.4) 94(100)

40～49세 6(9.8 1(1.6) 14(23.0) 15(24.6) 25(41.0) 61(100)

50～59세 2(4.2) 1(2.1) 4(8.3) 7(14.6) 34(70.8) 48(100)

60세 이상 0(0) 0(0) 1(11.1) 0(0) 8(88.9) 9(100)

체 39(19.1) 23(9.3) 54(22.0) 47(19.1) 75(30.5) 246(100)

<표 6> 연령과 사회경험에 한 교차표와 카이제곱 검정결과

  

 사회경험

연령   

빈도(사회경험%)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체

미혼 39(39.3) 16(16.2) 22(22.2) 15(15.2) 7(7.1) 99(100)
75.330

(.000)
기혼 8(5.3) 7(4.8) 32(21.8) 32(21.8) 68(46.3) 147(100)

체 47(19.1) 23(9.3) 54(22.0) 47(19.1) 75(30.5) 246(100)

<표 7> 결혼과 사회경험에 한 교차표와 카이제곱 검정결과

<표 7>은 결혼여부에 따라 사회경험의 분포

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한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의 결과이다. 결혼여부에 따라 사회경험의 

분포가 유의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혼은 

3년 미만에서 가장 높고, 10년 미만, 5년 미만의 

순으로, 기혼은 15년 이상에서 가장 높고 15년 

미만, 10년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자율성, 유능성, 

계성, 학습지향성, 신역량, 창업의지가 유의하

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해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 고, 그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능

성의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

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0.1이 높

고,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연령에서는  60 가 유능성이 가장 높고, 

40 , 20 , 30 , 50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변수 N 평균 표 편차
F통계량

(유의확률)

성

별

남자 152 3.78 .554 4.931

(.027
*
)여자 94 3.68 .745

연

령

20～29세 34 3.78 .681

3.849

(.005**)

30～39세 94 3.69 .516

40～49세 61 3.89 .658

50～59세 48 3.51 .690

60세 이상 9 4.16 .726

<표 8>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능성 차이분석

*
p < .05, 

**
p < .01, 

***
p < .001.

5.2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의 측정도구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

다. 이를 해 확증  요인 분석 도구인 PLS 

Graph version 3.0을 사용하 다. PLS는 구조모

형과 측정모형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에서 

LISREL과 비슷하나, LISREL과 비교하여 다소 

구분되는 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LISREL은 모형의 합도, 즉 카이자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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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화하는 분석방법인데 비해 PLS는 상 계수

(R²)를 최 화하는데 목 이 있다. 즉, LISREL

은 측된 공분산 행렬에 가장 근 한 공분산 

행렬과 상 되는 라미터를 찾기 해 라미

터 평가 차를 이용하는 반면, PLS는 내생변수

(Endogenous Construct)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PLS를 이

용한 통계분석에서는 연구모형 체의 합성

을 측정하기보다는 원인- 측(Causal-Prediction) 

분석을 할 경우나 이론 개발의 기 단계에서 사

용하는 것이 하다고 할 수 있다[Howel and 

Higgins, 1990]. 한, PLS는 컴포 트(Compo-

nent) 기반 근방식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표본 

크기와 잔차 분포(Residual Distribution)에 

한 요구 사항이 비교  엄격하지 않는 기법이기

도 하다[Chin, 1998a]. 둘째, LISREL은 견고한 

이론  배경이 필요한데 비해 PLS는 LISREL

에 비해 비교  약한 이론  배경에 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설문의 개발이나 분

석에는 LISREL보다 더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PLS는 LISREL에 비해 더 은 수의 표

본수로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통상

으로 LISREL의 경우, 200개 이상 는 라

미터 수의 10배 정도의 표본 수를 필요로 하지

만 PLS는 각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가장 많은 

수의 측변수보다 10배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Howel and Higgins, 199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  견고성, 표본의 수, 

설문의 자체 개발이라는 연구의 특성들을 고려

하여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PLS를 채택하 다. 

모형 합도 보다는 구성개념의 설명력을 측정

하고자 한 최근의 정보기술 련 연구와 마  

연구에서도 PLS를 분석도구로 채택하고 있다. 

가설 검증 이 에 측정모형의 검증을 통해 

각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먼  체크하 다. 

이를 해 개별항목 신뢰성(Individual Item Reli-

ability),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그리고 별 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을 분석하 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은 동일 변수내의 다른 측

정항목과의 상 계가 높기 때문에 반 항목

(Reflective Indicators)으로 설정하여 분석하 다

[Wixom and Watson, 2001].

그리고 구조모형결과에서의 이론  근거는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연계한 자기결정성의 

요한 요인을 통해 성취목표 지향성  학업성취 

그리고 지속에 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에 한 

연구를 제시하 다[임효진, 이지은, 2014; 조

철, 2011; 소연희, 2007]. 그리고 부모의 양육에 

해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요한 자율성을 학

업  실패 내성을 통해 자기결정성 학업동기로 

연결하는 연구모형을 제시하 다. 

경 분야에서도 자기결정성 요인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권두순 외[2010]

의 연구에서는 온라인게임 연구에서 자기결정

성 이론의 요인 요인을 경 정보 분야에서 많

이 쓰이고 있는 몰입, 만족 그리고 충성도와 연

결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 다. 리더십을 자기

결정성 요인 특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임 워먼

트와 조직성과로 인과 계를 설명하는 연구모

형을 제시하 다[백유성, 신 숙, 2007; 임 태, 

김상호, 2007]. 

마지막으로 김애옥, 박성옥[2013]의 연구에서

는 자기결정성 동기를 독립변수로 배치하고 성

취목표지향성을 통해 학업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향에 해 연구모형을 제시하 다. 그리

고 류지헌, 임지 [2008]의 연구에서는 자기결

정성 동기가 인지 략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모형을 제시하 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구조모형에 

한 이론  근거를 토 로 자기결정성 이론의 

요한 3가지 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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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헌, 임지 [2008] 자기결정성 동기 인지 략 학업성취

<표 9> 구조모형에 한 이론  근거 

최종 연구 변수 CSRI Cronbach’s Alpha

지각된 자율성(PA) 0.894 0.858

지각된 유능성(PC) 0.905 0.874

지각된 계성(PR) 0.930 0.909

학습지향성(LO) 0.921 0.900

신역량(IA) 0.936 0.920

창업의지(EI) 0.929 0.905

<표 10> 최종 연구 변수의 CSRI(종합요인 신뢰성 지수)를 통한 

내  일 성 검증

선택하여 독립변수로 배치하고, 기존 소상공인 

연구에서 가장 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 학습

지향성, 신역량을 매개변수로, 창업의지를 종

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디자인하 다. 

5.2.1 신뢰성 분석  타당성 분석

신뢰성 검증을 해 크론바흐 알 (Cronbach’s 

Alpha)값과 유사한 종합요인 신뢰성 지수(Com-

posite Scale Reliability Index, CSRI) 값을 산출

하 다. CSRI 값이 0.7 이상이면 변수의 측정이 

구성개념 신뢰성이 있다고 단된다[Fornell and 

Larcker, 1981].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모

든 변수의 종합요인 신뢰성 지수 값이 0.7 이상

으로, 본 연구의 측정항목들은 내  일 성 신뢰

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각 변수들의 측정

항목에 한 개념 타당성을 알아보기 해 수렴 

타당성과 별 타당성을 조사하 다. 이를 해 

각 측정항목과 련 변수와의 요인 재값과 분

산팽창요인(VIF),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구

하여 <표 11>과 <표 12>에 정리하 다. <표 11>

에서 보듯이 각 측정항목의 해당 변수에 한 요

인 재값이 자율성의 PA1항목(0.670), 학습지향

성의 LO1항목(0.696), LO2항목(0.684)이 0.7에 근

사하며, 나머지가 0.7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 <표 12>에서 보듯이 평균분산추출

(AVE)이 모두 0.5 이상으로 분석되어 구성개념

간에 수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선성(collinearity)의 수 을 평가하기 해

서는 공차(tolerance)를 계산해야 한다. 공선성과 

연 된 척도로는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있으며, 이는 공차의 역수이다

(즉, VIF = 1/TOL). PLS 사용 시 공차 값은 0.20 

이하, VIF 값은 5 이상인 경우 잠재 인 공선성 

문제를 지니게 된다. <표 12>에서 보듯 VIF 값

은 모두 5 미만으로 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PA PC PR LO IA EI

PA1 0.670 0.419 0.368 0.272 0.255 0.185

PA2 0.787 0.564 0.467 0.346 0.327 0.205

PA3 0.777 0.607 0.513 0.397 0.355 0.336

PA4 0.751 0.495 0.398 0.325 0.338 0.156

PA5 0.791 0.580 0.491 0.345 0.361 0.265

PA6 0.809 0.593 0.450 0.420 0.397 0.342

PC1 0.601 0.788 0.533 0.504 0.505 0.287

PC2 0.518 0.775 0.566 0.527 0.505 0.354

PC3 0.578 0.803 0.577 0.482 0.424 0.363

PC4 0.643 0.839 0.562 0.532 0.493 0.403

PC5 0.550 0.762 0.566 0.541 0.486 0.413

PC6 0.461 0.728 0.396 0.309 0.526 0.240

PR1 0.520 0.598 0.821 0.514 0.462 0.333

PR2 0.468 0.614 0.818 0.484 0.372 0.368

PR3 0.536 0.605 0.863 0.475 0.387 0.417

PR4 0.416 0.500 0.824 0.452 0.351 0.281

PR5 0.519 0.591 0.861 0.530 0.419 0.435

PR6 0.457 0.491 0.790 0.466 0.365 0.351

LO1 0.351 0.418 0.352 0.696 0.496 0.296

LO2 0.329 0.371 0.375 0.684 0.396 0.297

LO3 0.393 0.551 0.496 0.814 0.597 0.394

LO4 0.340 0.522 0.431 0.788 0.554 0.357

LO5 0.367 0.538 0.588 0.853 0.601 0.469

LO6 0.395 0.549 0.530 0.870 0.591 0.441

LO7 0.399 0.474 0.450 0.822 0.540 0.508

IA1 0.437 0.531 0.411 0.584 0.795 0.383

IA2 0.394 0.512 0.404 0.557 0.829 0.307

IA3 0.365 0.538 0.380 0.581 0.838 0.400

IA4 0.343 0.496 0.425 0.562 0.827 0.422

IA5 0.365 0.534 0.397 0.583 0.863 0.433

IA6 0.312 0.491 0.321 0.571 0.812 0.353

IA7 0.358 0.490 0.399 0.507 0.784 0.421

EI1 0.328 0.416 0.395 0.455 0.395 0.876

EI2 0.320 0.424 0.453 0.439 0.432 0.888

EI3 0.324 0.396 0.390 0.483 0.462 0.870

EI4 0.190 0.312 0.280 0.379 0.328 0.798

EI5 0.231 0.318 0.340 0.382 0.387 0.821

<표 11> 최종 연구 변수의 요인 재값과 교차요인 재값

주) PA : 지각된자율성, PC : 지각된유능성, PR : 지각된 계성, LO : 학습지향성, IA : 신역량, EI : 창업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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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측정문항
요인

재값
VIF AVE

PA1 내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다고 느낀다. 0.670 1.552

0.586

PA2 평소에 나다움을 유지하는 편이다. 0.787 2.069

PA3 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많다고 느낀다. 0.777 1.891

PA4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로 할 수 있다고 느낀다. 0.751 1.782

PA5 체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다고 느낀다. 0.791 1.929

PA6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0.809 1.898

PC1 내 자신이 매우 효율 이라고 생각한다. 0.788 1.893

0.613

PC2 부분 내가 하는 일들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0.775 1.810

PC3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일을 잘한다고 말한다. 0.803 2.203

PC4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0.839 2.538

PC5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느낀다. 0.762 1.783

PC6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많다고 느낀다. 0.728 1.697

PR1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 0.821 2.141

0.688

PR2 내가 정기 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0.818 2.414

PR3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 0.863 3.056

PR4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다. 0.824 2.416

PR5 내 주변 사람들과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0.861 2.679

PR6 내 주변 사람들은 평소에 나와 감정을 공유할 때가 많다. 0.790 2.027

LO1 나는 회사의 학습 능력을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0.696 1.938

0.628

LO2 나는 학습을 지출이 아닌 투자라고 생각한다. 0.684 1.993

LO3 나는 직원들에게 필요하다고 단되는 정보를 잘 달한다. 0.814 2.171

LO4 나는 업무  일어난 실수를 새로운 학습기회로 활용할 것을 장려한다. 0.788 2.075

LO5 나는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업무환경 는 업무 차 등에 활용한다. 0.853 2.847

LO6 나는 직원이 새로 알게 된 지식이나 기술을 업무에 용해 보도록 장려한다. 0.870 3.199

LO7 나와 직원은 업무방식  차를 개선하기 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0.822 2.568

IA1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0.795 2.256

0.675

IA2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  우수한 자원배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0.829 2.613

IA3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  우수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0.838 2.926

IA4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  우수한 마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0.827 2.742

IA5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  우수한 략계획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0.863 3.212

IA6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  우수한 학습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0.812 2.358

IA7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  우수한 조직 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0.784 2.262

EI1 내가 심 갖고 지속가능한 분야를 창업할 것이다. 0.876 2.958

0.725

EI2 장래에 나 자신의 기업을 설립 운 할 것이다. 0.888 3.166

EI3 나만이 차별화된 기술과 경험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0.870 2.591

EI4 비  있는 일이라면 지 이라도 창업할 수 있다. 0.798 2.088

EI5 지시를 받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창업하고 싶다. 0.821 2.208

<표 12> 최종 연구 변수의 요인 재값과 분산팽창요인, 수렴 타당성

  

주) PA : 지각된 자율성, PC : 지각된 유능성, PR : 지각된 계성, LO : 학습지향성, IA : 신역량, EI : 창업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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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PC PR LO IA EI

PA 0.765
*

PC 0.716 0.783
*

PR 0.588 0.685 0.830*

LO 0.464 0.623 0.588 0.792
*

IA 0.448 0.625 0.476 0.687 0.822
*

EI 0.332 0.442 0.441 0.505 0.474 0.851*

<표 13> 상 계  AVE(평균분산추출) 값을 통한 별 타당성 검증

주) 
*
AVE 제곱근 값(Square Root of the AVE).
PA : 지각된 자율성, PC : 지각된 유능성, PR : 지각된 계성, LO : 학습지향성, IA : 신역량, EI : 창업의지.

Redundancy R² Communality GoF

자율성 0.413

0.462

유능성 0.447

계성 0.552

학습지향성 0.263 0.437 0.498

신역량 0.356 0.537 0.557

창업의지 0.202 0.286 0.580

단기

0보다 크면

측 합도가 있다고 

단

상(0.26 이상), 

(0.13∼0.26), 

하(0.02∼0.13)로 단

상(0.36 이상), 

(0.25∼0.36), 

하(0.10∼0.25)로 단

회귀분석  상 분석과 

통계  근거 동일

회귀분석과 통계

근거 동일

회귀분석  요인분석과 

통계  근거 동일

<표 14> 연구모형의 합도 검증 결과

별 타당성 측정을 해 Fornell and Larcker 

[1981]가 제안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사용하 다. <표 13>에서 

별표(*)로 표시한 값은 AVE 제곱근 값이며 나

머지 행렬에서의 값은 각 변수의 상 계수 값을 

나타낸다. AVE 제곱근 값이 0.7 이상이고, AVE 

제곱근 값이 다른 변수의 상 계수 값보다 커야 

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분

석결과, 잠재변수 간의 상 계  가장 큰 값 

0.716(자율성-유능감 간의 상 계수)이 AVE의 

제곱근 값  가장 작은 값 0.765(자율성의 AVE 

제곱근 값)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별 타당

성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은 개념 으로 타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2.2 연구모형의 합도

PLS 모형의 합도는 내생변수의 R²와 Re-

dundancy 값, GoF 값을 통해서 단할 수 있다

[김 인, 2012]. 연구모형의 합도 검증결과는 

<표 14>와 같다. R² 값은 0.26 이상이면 높은 

설명력으로 단할 수 있는데, 모든 내생변수의 

R² 값이 0.26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Re-

dundancy 값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평균 능력으로 0보다 크면 측 합

도가 있는 것으로 단한다. 본 연구모형의 내

생변수의 Redundancy 값이 모두 0보다 큰 것

으로 분석되어 측 합도가 있는 것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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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었다. 한 GoF 방식이 PLS 모형의 합

도를 단하는 기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PLS 모형의 합도 기 은 내생변수 R²값들의 

평균값과 Communality 평균값을 곱한 값의 제

곱근 값을 도출하여 단할 수 있다. 그 값이 

0.36 이상이면 높은 수 의 합도, 0.25～0.36 

미만이면 간수 의 합도, 0.10～0.25 미만

이면 낮은 합도라고 단한다. 본 연구모형의 

내생변수 R²값들의 평균은 0.420이며, Commu-

nality 평균값은 0.508이다. 두 값의 곱은 0.213

이며, 0.213의 제곱근 값은 0.462이므로 본 연구

모형의 합도는 높은 수 의 합도로 단할 

수 있다.

5.2.3 연구모형의 구성개념의 향도

Chin[1998b]은 연구모형의 구성개념의 측

력을 측정하려면 선행 구성개념의 향도를 측

정해야 한다고 하 다. 이는 연구모형에 포함

된 매개변수인 학습지향성과 신역량의 향

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연구모형에 매개변

수가 포함되어야 좋은 연구모형인지 아니면 매

개변수가 없는 것이 더 좋은 연구모형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Chin[1998b]은 매개변수가 포

함되어 있는 모형을 완 모형, 매개변수가 포

함되어 있지 않은 모형을 감소모형으로 구분하

여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구성개념의 향도

를 측정하 다. 

f² = (R²included-R²excluded)/(1-R²included)

R²included : 완 모형, R²excluded : 감소모형

계산된 향도 f²의 기 은 0.02이면 작은 효

과, 0.15면 간 효과, 0.35면 큰 효과의 정도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도 매개변수

의 포함여부에 따라 향도를 분석하 다. 완

모형과 감소모형으로 구성하여 향도를 분석

한 결과, 완 모형에서의 R²값이 0.286, 감소모

형에서의 R²값이 0.240로 나타났으며, 향도 f²

는 0.064로 분석되어 작은 효과(기  0.02)를 나

타내어 본 연구모형에서 매개변수의 포함이 좋

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5.2.4 동일방법편의

본 연구에 사용되는 모든 연구 변수들은 응답

자의 자기보고법(Self-Report)을 통해 획득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 인해 변수들의 연 성이 실제

보다 부풀려져 나타나는 왜곡 상이 나타난다. 

이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

생한다[김정은, 양희동, 2015]. 이를 통해 측정방

식에 야기되는 연구변수들의 연 성을 해결하기 

해 두 가지 방법을 선택 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수 을 평가하기 한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Harman의 단일요인검증(Single-Factor 

Test)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구체 으로 Harman

의 단일요인검증(Single-Factor Test)은 탐색  

요인분석에서 직각회 을 하기 에 하나의 지

배요인(One Dominant Factor)을 분석  평가

하는 것이다[Podsakoff and Orga, 1986]. 둘째, 

Liang et al.[2007]의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임의의 변수(method)와 연구 모형에서의 변수

들이 설명하는 분산 값을 분리하여 동일방법편

의를 분석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Podsakoff and Organ[1986]의 연구에서 제안

한 Harman의 단일요인검증(Single-Factor Test)

을 하는 것으로 SPSS statistics 18을 통해 실시

하 으며, 50% 이하이면 동일방법편의가 없다

고 단한다. <표 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측

정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추출제곱합 재값은 

40.546이며, 50% 이하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해 수집된 자료는 동일방법

편의가 없다고 단된다.



성분
기고유값 추출제곱합 재값

합계 % 분산 % 합계 % 분산 % 

1 15.002 40.546 40.546 15.002 40.546 40.546

2 3.085 8.338 48.884

3 2.432 6.572 55456

4 1.739 4.846 60.302

5 1.432 3.871 64.172

6 1.040 2.811 66.983

7 .902 2.437 69.420

8 .771 2.084 71.504

9 .723 1.954 73.458

10 .707 1.911 75.369

11 .656 1.773 77.143

12 .580 1.566 78.709

13 .572 1.546 80.255

14 .538 1.454 81.709

15 .514 1.390 83.099

16 .482 1.303 84.402

17 .466 1.259 85.661

18 .423 1.142 86.804

19 .409 1.106 87.910

20 .383 1.036 88.946

21 .364 .983 89.928

22 .355 .959 90.888

23 .320 .865 91.753

24 .313 .845 92.598

25 .303 .820 93.418

26 .276 .746 94.164

27 .267 .722 94.886

28 .253 .683 95.569

29 .234 .632 96.201

30 .216 .584 96.785

31 .215 .581 97.366

32 .200 .540 97.906

33 .179 .483 98.389

34 .166 .449 98.838

35 .154 .415 99.253

36 .146 .394 99.647

37 .130 .353 100.000

<표 15> 단일요인검증(Harman's Single Factor Test)을 통한 동일방법편의 

 

주) 추출방법 : 주성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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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인과 계 경로계수 표 오차 T 값 P 값 검증

가설 1 지각된 자율성 → 학습지향성 -0.025 0.075 0.334 0.738 기각

가설 2 지각된 유능성 → 학습지향성 0.429 0.082 5.239 0.000
***

채택

가설 3 지각된 계성 → 학습지향성 0.309 0.091 3.394 0.001
**

채택

가설 4 지각된 자율성 → 신역량 -0.006 0.075 0.076 0.940 기각

가설 5 지각된 유능성 → 신역량 0.359 0.100 3.603 0.000
***

채택

가설 6 지각된 계성 → 신역량 -0.062 0.090 0.688 0.492 기각

가설 7 학습지향성 → 신역량 0.503 0.098 5.104 0.000
***

채택

가설 8 학습지향성 → 창업의지 0.340 0.114 2.994 0.003
**

채택

가설 9 신역량 → 창업의지 0.241 0.095 2.531 0.012
*

채택

<표 16> 경로분석 결과와 가설채택 여부(단측검정)

*
p < .05, 

**
p < .01, 

***
p < .001.

5.2.5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분석

이상의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를 통해 측정항

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이 측정모

형 하에서 각 변수간의 경로에 한 유의성 검

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 다. 경로분석 결

과와 가설채택 여부는 <표 16>  <그림 2>와 

같다. 

먼 , 자기결정성 요인과 련된 가설 결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자율성은 학습지향성과 신

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업무와 기발한 아이템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학습하지 않아도 이미 사업을 하려는 분

야에 내재된 상태로 있다는 것이다. 한 소상

공인들은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믿

음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가 있는 사업이기 때

문에 신 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 때문에 자

율성이 학습지향성과 신역량에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지각된 유능성은 학습지향성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지각된 계성은 학습지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지각된 유능

성은 신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를 통해 지각된 유능성

은 학습지향성과 신역량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수행능력에 한 

유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업과 직무에 해 만족하는 경향과 

높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 구성원 간의 계성이 하

고 향상될수록 스스로 내재  학습 능력을 증

진시키는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지각된 계성은 신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인들은 

제품홍보  로개척을 하는 수단으로 만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다른 사람들의 계성 유

지로 인해 신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지향성은 신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학습

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p < .01). 신역량은 창업의지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를 통해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인과

계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 에서 소상공인에 한 

창업교육, 경 개선, 멘토링, 기업가정신 향상을 

한 지원제도와 정책이 창업지원을 잘 뒷받침

하고 있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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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6. 결론 및 시사점 

인간 본연의 심리욕구를 다룬 표 인 이론

인 자기결정성 이론이 학습지향성, 신역량을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인과 계를 검증하고

자 한다. 소상공인들의 창업의지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인간의 내재  동기인 자기결

정성 이론의 지각된 자율성, 지각된 유능성, 지

각된 계성이 학습지향성, 신역량을 통해 창

업의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용한 연구 모

형을 제시하 다.  연구모형을 실증 으로 연

구하기 해 소상공인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 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자율성은 학습지

향성과 신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유진, 장형심[2014]의 연구

에서는 인간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

성 욕구 만족이 학습 여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검증하 는데 자율성욕구는 학습 여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희망  사고가 

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이 

충족됨에 따라 출 된 희망  사고의 간 인 

역할을 통해 학습 여가 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창업 등의 교육 장에서는 자

율성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교육에 임하거나 학

습자로 하여  목표를 설정하여 스스로 정

인 자성 언을 자신에게 상기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통해 학습자의 희망  사고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각된 유능성은 학습지향성과 신역

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상규[2011]의 연구에서는 보험설계사를 상

으로 한 서번트 리더십과 신행동 간의 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유능성)의 완 매개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으며, 자기효능감(유능성)은 

신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이는 조직구성원의 업무수행능

력에 한 유능성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조직과 자신의 직

무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신감에 넘쳐 

일하는 사람들이 체 으로 높은 성과를 보임

에 따라 유능성의 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따

라서 유능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개인 인 성장 

욕구를 배려하고 존 하며, 격려와 지원을 통해 

자발 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한 학습

에 한 자신감을 통해 늘 배우고 도 하며 스

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할 것이며, 창의성

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행동을 유

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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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각된 계성은 학습지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희, 김유

리[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상으로 계

성(교사-학생 계)은 자기주도학습,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에 정 으로 직 인 향을 미치며, 

교사-학생 계는 자기주도학습 는 자아개념

을 거쳐 학업성취에 정 으로 간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따라서 학

생들의 학업성취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증진

시키기 해서는 학생들로 하여  계성(교사- 

학생 계  래 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

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각된 계성은 

신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형[2014]의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공정성이 신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에서 인 계 공정성이 신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비  

인식이 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

직비 이 명료하며 이를 조직구성원들이 잘 공

유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신행동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작용, 의사소통, 사

회  교류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지속 인 

계를 맺는데 있어서 상 나 조직에 한 신뢰

나 확신의 정도가 낮게 되면 신행동으로 이어

지지 않기에 비 에 한 공유, 상호 존 이 필

요하며, 이를 해 비  공유 워크 , 세미나, 

경 자의 조직비  수시 강조,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습지향성은 신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 , 손승남[2014]

의 연구에서는 일터학습(형식 , 무형식 , 우

연 )은 신성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신성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며 일터학습과 조직시민행동 간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에 의해 지지

된다. 이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학습을 경쟁우

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교육

활동에 일터학습을 유형별로 용하거나, 학습

의 역과 련 요인들 간의 향 계를 고려해

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인 자원개발의 틀을 

마련하고 학습 성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습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태[2014]의 

연구에서는 새가게운동 체험학습이 학생의 

창업의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과 더불어 소상공

인의 경 개선  기업가정신 향상에 이바지한

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따라서 이러한 

체험학습이 비창업자를 육성하는 주요한 교

육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서 창업교육에 있어서 이런 양방향 장

체험학습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진[2006]의 

연구에서는 성취동기, 험감수성, 신추구성 

등 부분의 기업가특성이 창업의지와 창업에 

한 자신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개인의 신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은 험

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

아들이는 경향으로 인해 창업단계에서 창업의

지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

다. 따라서 체계화된 창업교육과 창업에 한 

지식, 자신감을 부여하여 성공 인 창업이 이루

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한다. 

최근까지 진행된 창업의지에 한 연구들에서

는 인간본연의 심리  욕구동기 특성을 고려하

지 않고, 학생, 직장인, 교육기 에서 창업교

육을 받는 비창업자를 상으로 기업가정신, 

창업교육과 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으며, 

최근에는 개인 , 환경  특성에 한 연구가 

시작되는 기단계로 개인  특성 한 기업가

정신의 하 변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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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통해 성공 창업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을 고려할 때 개인의 기본심리욕구 특성과 지속

인 학습지향성, 신을 추구하는 신역량에 

한 향 등을 복합 으로 살펴보아야 하기에, 

본 연구는 이들을 반 한 이론  모델을 제시하

다. 이러한 연구 모델은 소상공인, 비창업

자들의 창업의지에 한 좀 더 풍부한 측 설

명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  기반이 될 것이다. 

한 창업교육, 컨설 ,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 이나 담당자들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

결정  심리욕구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는 이다. 

이상의 연구 논의를 바탕으로 창업 시 소상

공인 정책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자의 문제 

해결을 해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진 POOL을 

구성하여 상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역기반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계성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하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 인 측면들뿐

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속의 다른 사

람들이나 집단들과 연결하려는 기본 인 경향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 상시

으로 창업자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기반의 자연스런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업, 

멘토링, 코칭, 구인, 구직 등의 트 십이 지역

사회 내에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

할이 요하다. 둘째, 창업에서 폐업, 취업에 이

르는 범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창업자들의 정보 근성을 강화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이미 실행하고 있

지만 국내는 기 마다 단 인 사업정보를 제

공하고 있어 지원 내용에 한 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종합정보 제공을 통한 창업계획을 

실화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조성하여 창업자

가 환경에 해 어떤 행 를 취할 것인가를 스

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비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성공에 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유능성을 

증진시키기 한 다양한 지원 로그램이 필요

하다. 창업 , 창업, 경 에 이르는 성장단계마

다 상담, 맞춤형교육, 컨설 , 멘토링, 자  지원

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속 인 사

후 리 체계를 구축하여 생존력을 높여야 한다. 

물론 인큐베이  시스템이 기 에 있으나 한 기

에서 장기 으로 일 성 있는 원스톱 지원정

책을 개하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넷째, 기술

이나 지식서비스 기반의 신형 창업지원을 강

화하여 일자리 창출  생계형 창업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인 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등 민간 역 

부문에서 시성 있는 자 지원뿐 아니라 멘토

링화하여 사업화해 나갈 수 있도록 문가를 연

계한 민간 트 십 구축  디테일한 운 의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신형 창업은 생계형 

창업에 비해 2배의 생존율과 3배 이상의 고용창

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 사업에 한 

지원으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는 창업 환경

을 제공하여 창업자가 자기결정 인 형태로 변

화되도록 진시키는 정책 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 은 첫째, 연구 표본의 일반

화와 련된 것으로 한정된 표본 수를 상으로 

이루어져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체 인 표성에 한계 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에 한 표본을 

한정하 기 때문에 단일 표본과 좀 더 많은 샘

 수를 확보하여 연구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결

과가 나올 것으로 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는 창업의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자기결정성 심리욕구동기에 한 선행연구가 없

어 학습  신과 련된 연구 등을 토 로 연

구모형을 구축했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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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자기결정성 심리욕구동기가 창업의지에 

향을 미치는 연구에 있어서 산업특성, 사회‧문

화  특성, 환경  특성, 의사결정과정 등과 

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신용보

증재단에 방문한 소상공인만을 상으로 설문

을 실시하 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 있어서는 

편의표본 추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표본

의 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디

자인을 할 때 보증자 을 상담하기 해 신용보

증재단에 방문한 사람들이 여러 업종분야에 종

사하는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디자인을 

했으므로 본의 아니게 편의추출이라는 방법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학

 상과 다양한 계층에 걸친 표본을 확보하여 

자기결정성 심리욕구동기가 창업의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주

요 변수의 충분한 분산을 확보하고 다른 과업 

환경을 반 하여 창업의지 결정요인들의 향을 

밝히는 연구를 통해 이론  토 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용보증재단과 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하는 소상공인 그리

고 각 학의 창업보육센터를 운 하고 있는 창

업자를 상 로 무작 표본추출을 실시하여 표본

의 표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향후 연구에

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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