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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중국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적인 단일민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은 수많은 기업가들이 창업한 벤처기업들에 의해 견

인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가정신과 청년창업활성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본 연구는 미래의 잠재기업가들인 한국과 중

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기업가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청년창업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

로 기대되는 가족, 친지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가족,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지각된 관계적 지원이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적 동기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관계적 지원에 의해 기업가적 동기에 매개효과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표본은 

원광대, 백석대, 숭실대 그리고 단국대 등 국내 네 곳 대학으로부터 268부, 중국은 광조우대학교로부터 259부를 확보하여 분석에 이용하였

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각된 관계적 지원은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동기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관계적 지원은 양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

은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동기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자기효능감은 한국의 경우 완전매개효과

를 보인 반면 중국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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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청년대학생들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대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촉

진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창업선도대학 선정을 통해  

대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창업교육 확대와 창업지원활동을 확

산시켜 나가고 있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이와 같은 정부 

노력은 기존에 선정된 창업선도대학에 이어 2014년도 5곳의 

대학과 2015년도에 7곳의 대학을 추가로 선정함으로써(Veritas 
ɑ) 2015년 현재 총 28개 창업선도대학을 통해 청년대학생들의 

창업활동지원과 청년창업가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로 나

타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의 논의 끝에 학자들 사이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의 지각으로부터 벤처창업을 해 나가는 전 과정에 기업

가정신의 핵심적인 역할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 새로운 사업기회의 출현과 벤처창업에 대한 연구는 상

당히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가족의 역동성(family dynamics)이 

기본적으로 창업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다. 기업과 가족은 뚜렷이 구분

되는 사회적 집단으로써 지금까지의 연구는 서로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 대다수가 
가족기업으로 가족과 사업의 역동성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다수 있다. 따라서 가족은 새

로운 사업기회의 출현 및 벤처창업과 관련한 개념적 모형설

정과 실증적 연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Aldrich & Cliff, 2003). 
한편 창업 시 창업비용을 위해 창업기업가들은 보통 비공식

적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비공식적 투자자라 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

하는 엔젤 투자자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가족 구성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단순히 비공식적인 

투자자일 뿐으로 투자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특히 가족은 창업기업가의 창업과정에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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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Steier, 
2003). 예컨대 30개국 이상의 창업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비공식적 창업자금의 42%가 부모, 형제, 삼촌 등과 같은 
가까운 친지들로부터 확보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ygrave, 
2005). 그 다음 큰 집단으로 친구, 이웃 등이 비공식적 투자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기업가에게 창

업자금을 공급해 주는 가장 큰 비공식적 원천은 가족이며 지

인들임을 알 수 있다(Au & Kwan, 2009). 
Henderson and Robertson(2000)은 21세기 직업 환경의 변화가 

유급고용(paid employment)기간을 거쳐,  창업(self-employment), 
그리고 실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기업가적 역량은 더 중요해진다고 보았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들의 조사결과 개인의 진로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경험에 이어 가족과 친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Turker and Selcuk(2009)은 기업가적 지원 모델

(ESM: entrepreneurial support model)을 제시하면서 교육적 지원, 
정부나 사회기관 등에 의한 구조적 지원, 그리고 가족, 친지 

등에 의한 관계적 지원 등 세 가지의 요인들이 창업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가족, 친척, 
가까운 지인 등은 기업가의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살펴 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중국은 이 세계에서 

단일민족으로는 가장 기업가적인 집단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Weidenbaum & Hughes, 1996), 대규모의 기업가적 벤처기업들

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밀고 나가는 힘의 원천이라는 주장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Timmons, 1999).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창업활력 역시 중국인 기업가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Ahlstrom, 
Young, Chan & Bruton, 2004).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

요변수로써 가족, 친지 등의 역할에 대하여 탐색적 수준에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특히 중국기업가와 관련한 여러 선행연

구에서 제시되었듯이 기업가정신이 뛰어날 것으로 보이는 중국 
대학생들과 함께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 친척 및 지

인으로부터의 지원이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적 동

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기존문헌 연구

2.1 지각된 관계적 지원

사람들은 서로 유사한 사람끼리 상호작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유사성(similarity)은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해주고, 행동 예측가

능성을 높여주며, 신뢰와 상호호혜를 증진시켜준다(Brass, 
Galaskiewicz, Greve & Tsai,  2004). 유사성이란 관계적 개념

(relational concept)으로써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해서만 유

사할 뿐 그 밖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유사하지 않음을 
뜻한다. 즉, 상호작용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유사한

가를 비교하여 어느 한 사람과의 유사성의 정도에 영향 받는다

(Mehra, Kilduff & Brass, 1998). Erickson(1988)은 사람의 태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하면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각(perception)과 자신의 지각을 비교하며 현실을 이

해하려 한다고 하였다. Burt(1982)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은 자

신과 유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영향 
받을 뿐 유사하지 않은 사람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영

향은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기업가 개인의 태

도와 행동은 남들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 또는 가까운 친구 등 
자신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네트워크 관점에 

의하면 사람들은 기회도 제공하지만 행동을 제약하기도 하는 

내부적으로 연결된 관계의 네트워크 안에 내포되어(embedded) 
있다(Brass et. al., 2004).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으로 접근하게 해 주는 

매체로서 예컨대 Brüderl and Preisendörfer(1998)는 네트워크 

관계가 기업가에게 모험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집념을 강화시켜 준다고 하였다. Granovetter(1982)
는 일찍이 사람의 네트워크를 약한 유대(외부인과 같이 일반

적인 지인들로 연결된 네트워크)와 강한 유대(가족, 친지나 

가까운 친구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강한 유대는 

이용이 용이하며 도움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고 하

였다. 개인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려는 

또 하나의 이론이 사회인지경력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이다. Bandura(1986)의 일반사회인지이론(general social 
cognitive theory)에 토대를 둔 이 사회인지경력이론은 몇몇 인

지적 - 개인적 요인들(자기효능감, 결과에 대한 기대, 목표 등)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이 개인의 다른 변수와 

환경요인들(성 별, 민족성, 사회적 지원, 장애물 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경력개발과정을 형성시켜주는지 설명하

고 있다(Lent & Brown, 2000). 이 사회인지경력이론에 따르면 

경력개발은 객관적 요인과 지각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한다. 이 이론은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통제 밖 

혹은 지각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사건들 즉, 자신의 경력개발에 
있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리고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양쪽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가족, 친척 

또는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의 긍정적 지원이 기업가의 창업

동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분야에서는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과 네트워크 이론을 통하여 벤처창업과정에서 

가족 사회적 자본(family social capital)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Chang, Memili, Chrisman, Kellermanns & Chua, 2009). 
가족 사회적 자본이란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활력, 신뢰적 
관계를 통해 발달된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오로지 
가족 구성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을 말한다(Salvato & 
Melin, 2008). 가족 사회적 자본은 그 자본이 창출된 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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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개념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이러한 가족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이 벤처창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Aldrich et. al., 2003). 
그 이유로 창업기업가는 창업과정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 및 외부인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상호작용은 기업가의 창업의욕과 벤

처창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Minniti & Bygrave, 
1999).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이 창업기

업가의 경력뿐만 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의 목표, 전략, 지각, 초

기성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Dyer, 2003; Chrisman, Chua 
& Steier, 2003). 비록 가족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하

더라도 가족 사회적 자본은 여전히 새로운 벤처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Steier, 2007).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기업가의 활동과 관련한 강력하고 일관된 예측지표임이 
여러 선행연구결과 밝혀지고 있다. 일반인에 비하여 기업가는 

더 큰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모 또는 가까운 친구 등이 있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 이와 

같이 강한 유대에 근거한 사회적 자본과의 연결은 창업 프로

세스를 더욱 빨리 촉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Davidsson & Honig, 2003). Cusack(1996)는 현 시대에 창업이 

경력선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가족과 창업환

경이 잠재기업가들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중 기본적으로 지각된 
가족의 사회적 지원이 잠재기업가들의 경력선택 및 경력성공

(career success)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urker 
et. al.(2009)은 기업가적 지원 모델(ESM: entrepreneurial support 
model)을 통해 가족, 친지, 친구 등으로부터의 지원을 관계적 

지원이라고 하면서 교육적 지원, 구조적 지원과 함께 세 가지의 
요인들이 창업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 친척, 그리고 가

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정서적 지원, 물질적 지원, 역할모델, 
전문적 조언과 정보제공 등은 잠재기업가인 대학생들에게 창

업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필

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정의된다

(Bandura, 1977). Ryan(1970)은 자기 지각(self- perception) 또는 

자신의 능력과 성향을 지각하는 방법은 개인의 의도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Boyd and Vozikis(1994)는 자기

효능감이 특정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andura 
(1986)도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반면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

드시 시도를 멈추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기효능감에 의한 대

처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사건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음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귀인(attribution)현상은 미래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지각과 
실질적인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Bandura, 1986). 
Bandura(1989)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보다 더 핵심적이고 광범위

한 개인 통제 메커니즘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자기

효능감에 대한 기대는 개인 통제를 위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 Bandura(1982)는 특히 경력분야에서는 개인의 

효능감에 대한 지각이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행동의 험난한(arduous) 과정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 기울여야 할 노력과 끈기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Hackett and Betz(1981)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경력행동분야로 

확장시키면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념은 경력결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지적 영향력으로 작용하며 지각된 

경력선택의 범위와 성공, 선택한 경력을 추구하기 위한 끈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이론은 
경력관련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아 왔으며 크게 두 가지 유

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Solberg, Good, Fischer, 
Brown and Nord (1995)가 제안한 경력탐색 자기효능감(career 
search self- efficacy)으로 경력분야에서 개인의 경력통제작용

(career agency)은 넓은 의미에서 경력탐색 자기효능감에 포함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력탐색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가치와 
관심을 성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관심분야의 전문가들과 효과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 다양한 경력탐색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정도를 말한다

(Solberg, Good & Nord, 1994). 이 주장은 경력탐색 자기효능감 

신념의 수준이 경력탐색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로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Blustein, 1989; Talyor & Pompa, 
1990). 두 번째는 Boyd et. al.(1994)이 제안한 기업가적 자기효

능감(entrepreneurial self- efficacy)을 들 수 있다. 기업가적 자기

효능감이란 기업가의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세기를 말한다(Boyd et al., 
1994; Scherer, Adams, Carley & Wiebe, 1989). 이들은 자기효

능감을 행위와 목표달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효능감 판

단의 원천을 살펴볼 수 있는 폭 넓은 구성개념으로 보았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의도 강화와 그러한 의도가 기

업가적 행동(entrepreneurial actions)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설명변수로 보았다. Krueger and Brazeal (1994)도 
기업가로서의 길을 선택(entrepreneurial choice)하는 과정에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하면서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이 이러한 선택에 영

향을 주는 중요한 선행변수라고 보았다. Chen, Green and 
Crick(1998)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의 일관된 긍정적 효과는 

사람들이 기업가가 될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

면서 자기효능감과 기업가로서의 진로의도 사이에 정적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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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하였다. Wu and Wu (2008)는 개인의 적극적 태도가 
의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Lee and Jeon(2014)은 자기효능

감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Yang(2014)의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청년대학생들이 미래 진로로서 취업 혹은 

창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때 가족구성원, 친지, 지인들로부터 필요한 조언이나 

지원을 얻게 된다면 창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청년대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촉

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3 기업가적 동기

기업가정신분야에서 기업가적 동기(entrepreneurial motivation) 를 
설명하려는 이론은 크게 성취욕구 이론과 자기효능감 두 유

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Aramand, 2013). 그러나 최근에는 
추진(push)-유인(pull)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이론을 함께 살

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취욕구이론은 다시 성취욕구, 권한 욕구, 
소속욕구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업가정신 연구에서는 이 중 

성취욕구를 주목해 왔다(Shane, Locke & Collins, 2003). 
McClelland(1967)는 기업가의 창업 추진력은 기회를 찾아 경

제적 성취를 얻기 위한 것으로써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기업가적 활동(entrepreneurial activity)을 추구하고 노력할 가능

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

력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리며 중간 정도의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즉각적인 

피드백(feedback)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McClelland, 1985). 
Carsrud and Brännback(2011)은 기업가적 동기이론은 여전히 

중요하며 기업가적 행동을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설명도구임을 
주장하고 있다. 47개의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Meta)분
석을 실시한 Collines, Hannon and Smith(2004)는 성취동기가 

기업가로서의 진로(entrepreneurial career)선택뿐만 아니라 기업

가적 성과(entrepreneurial performance)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기업가적 동기(entrepreneurial motivation)를 설

명하려는 두 번째 이론은 자기효능감이다. Chen et. al.(1998)은 

창업을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이 사람을 기업가로 만들 수 있다고 하

였다. Brockhaus and Horwitz(1986)는 사업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기업가들은 지각된 

실패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차원의 자기효능감 역시 기업가적 위험(entrepreneurial 
risks)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의지를 증가시켜 준다는 것이다.  
기업가적 동기를 설명하려는 또 하나의 이론이 추진(push)-

유인(pull)이론이다. 이 이론에서 주장하는 추진요인이란 바람

직하지 않은 상황을 피할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써 난폭한 상사, 고용기회의 부족, 직무불만족 

등을 들 수 있다. 유인요인은 창업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요인을 말하며 예컨대 자아실현의 열망, 직장에서 자유로운 

시간 통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기타 창업에 따른 보상 등 

대부분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요인들과 관련이 깊다(Gilad & 
Levine, 1986; Littunen, 2000; Mckay, 2001; Orhan & Scott, 
2001; Doobs & Hamilton, 2007). Birley and Westhead(1994)는 

실증연구를 통하여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추진요인보다는 유인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중국기업가들을 대

상으로 한 추진-유인 연구에서 Pistrui, Huang, Oksoy, Zhao 
and Welsch(2001)는 중국 기업가들을 창업으로 이끄는 가장 큰 

동기로 1) 높은 소득에 대한 열망, 2) 즐기고 싶은 열망, 3) 성

취욕구, 4) 기업성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싶은 열망 등 네 

가지 요인을 확인하였다. Park and Kim(2009)는 창업대학원생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학생들은 실질적인 창업관련 지

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강한 학습참여 동기를 가지고 있

으며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창업교육 만족도를 상

승시켜 나가면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증가시켜 줄 수 있다고 

보았다. Kim and Hong(2008)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동기에 대

한 연구에서 동기요인 중 성취욕구요인과 미래 안정성요인이 

각각 18%.와 11% 등 높은 설명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가적 동기 변수는 성취욕구

이론과 자기효능감 이론, 그리고 추진(push)-유인(pull)이론 등을 
이용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행연구들은 이 이

론의 설명력을 충분히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설계

3.1 연구모형설계 및 연구가설설정

3.1.1 연구모형 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두 가지 요인, 즉 

지각된 관계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람의 진로선택결정과정에 핵심변수로 밝혀진 자기효

능감이 지각된 관계적 지원과 대학생들의 창업동기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지각된 관계적 지원이 한·중대학생들의 기업가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0권 제3호 (통권39호) 5

3.1.2 가설설정

3.1.1.1 지각된 관계적 지원과 기업가적 동기

네트워크 관점에서 사람은 내부적으로 연결된 관계의 네트

워크 안에 내포되어 있으며(Brass et. al., 2004) 이러한 네트워

크는 개인에게 기회도 제공하지만 행동을 제약하기도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서 다른 사람

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으로 접근하게 해 주는 매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네트워크 관계는 예비기업가에게 

창업위험을 극복시켜주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집념을 강화시켜 준다(Brüderl et. al., 1998). Granovetter(1982)는 
가족, 친지나 가까운 친구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인 강한 유대

(strong ties)는 이용이 용이하며 도움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사회인지경력이론의 관점은 자기효능감 과 
같은 인지적 - 개인적 요인들이 사회적 지원과 같은 개인의 

다른 변수 및 환경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경력개발과

정을 형성시켜준다고 본다(Lent et. al., 2000). 또한 자원기반

관점은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활력, 신뢰적 관계를 통해 

발달된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을 가족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면서(Salvato et. al., 2008) 이러한 가족 사회적 자본은 기업

가의 벤처창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용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Aldrich et. al., 2003). Cusack(1996)는 창업이 진로선

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창업을 위한 여러 유

형의 지원 중에 지각된 가족의 사회적 지원이 잠재기업가들의 
진로선택 및 진로성공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urker et. al.(2009)은 관계적 지원, 즉 가족, 친지, 친구 등으

로부터의 지원과 교육적 지원, 구조적 지원 등 세 가지의 요

인들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결과 가족, 친척, 그리고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창업과 관련한 정서적 지원, 물질적 지원, 역할모델, 전문적 

조언과 정보제공 등은 잠재기업가인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고 나아가 기업가로서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의 논의를 근

거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한다.

가설 1. 지각된 관계적 지원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지각된 관계적 지원은 한국대학생들의 기업가적 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지각된 관계적 지원은 중국대학생들의 기업가적 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1.2 지각된 관계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개인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요인을 설명하려는 사회인지경력

이론은 개인의 환경요인인 사회적 지원이 인지적 - 개인적 요

인인 자기효능감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경력개발과

정을 형성시켜주는지 설명하고 있다(Lent & Brown, 2000). 이 

이론은  사람이 경력개발을 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잠

재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가족, 친척 또는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의 긍정적 지

원은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기업가적 동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해 준다. 
한편 가족이 창업기업가의 창업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널리 입증되어 왔다(Steier, 2003). 예컨대 Chang and 
Lim(2005)은 훌륭한 사업가는 선천적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로 양성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통하여 성장

된다고 주장한다. 부모가 기업가의 경우 역할모델을 통하여 

자녀들의 창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Ronstadt, 1990; 
Scott & Twomey, 1988),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은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기업가로서의 기대가 고양됨으로써 창

업을 선호하게 된다(Sánchez, 2011). 또한Bygrave(2005)는 30개국 
이상의 창업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공식적 창업

자금의 42%가 부모, 형제, 삼촌 등과 같은 가까운 친지들로부터 
확보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 다음 큰 집단으로 

친구, 이웃 등이 비공식적 투자의 29%를 차지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예비기업가에게 있어 창업과 관련된 가장 큰 

비공식적 지원의 원천은 가족이며 지인들이다(Au & Kwan, 
2009). 따라서 예비기업가가 창업을 고려함에 있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창업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원천이

야말로 가족, 친척, 친구 등과 같은 개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지각된 관계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관계적 지원과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미래 

진로에 대한 결정을 앞 둔 대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족구성원, 친지, 지인들로부터 성

공적인 롤 모델,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얻게 된다면 청년대학

생들은 창업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창업활동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

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지각된 관계적 지원은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지각된 관계적 지원은 한국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지각된 관계적 지원은 중국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1.3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적 동기

기업가적 동기(entrepreneurial motivation)를 설명하려는 이론

중의 하나가 바로 자기효능감이다(Aramand, 2013). Scherer et. 
al.(1989)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의도강화와 그러한 의도가 

기업가적 행동(entrepreneurial actions)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결

정짓는 중요한 설명변수라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을 
보통 사람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

음을 말하며 특히 창업에 대한 자신감은 개인으로 하여금 창

업동기를 유발한다고 한다(Aramand, 2013). 기업가적 자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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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을 제안한 Boyd et. al.(1994)는 이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이 기업가로서의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Chen et. al.(1998)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이 

사람을 기업가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창업에 따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의지를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McClelland(1967)는 기업가의 창업 추진력은 기회를 찾아 경

제적 성취를 얻기 위한 것으로써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기업가적 활동(entrepreneurial activity)을 추구하고 노력할 가능

성이 크다고 보았다. 한편 Lent et. al.(1987)은 자기효능감이 

사람의 행동이나 행동 변화를 위한 중요한 매개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Kim and Kim(2012)은 가족역할모델을 높게 

지각한 사람일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져 창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고 가족역할모델과 창업의도 사이에 창업자기효

능감의 부분매개역할도 확인하였다. Hwang(2013)은 기업가정

신과 기업의 재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창업에 

따른 경제적 성취감은 창업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은 졸업 후 
진로결정을 앞두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강한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자기효능감은 한국대학생들의 기업가적 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자기효능감은 중국대학생들의 기업가적 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관계적 지원과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동기 사이에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1.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관계적 지원과 한국대학생들의 

기업가적 동기 사이에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2.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관계적 지원과 중국대학생들의 

기업가적 동기 사이에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 변수의 정의 및 설문구성

3.2.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각 변수들을 위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각된 관계적 지원1)은 Turker et. 
al.(2009) 등의 제안을 토대로 가족과 친척, 가까운 지인으로

부터의 정서적 지원, 물질적 지원, 전문적 조언과 정보 제공 

및 역할모델로 정의한다. 자기효능감은 Boyd et. al.(1994)이 

제안한 기업가의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한다. 기업가적 동기는 

McClelland(1967)의 제안을 참고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 

경제적 성취를 얻기 위해 창업하려는 욕구로 정의한다. 이상의 
각 변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 의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

변수종류 변수명 변수의 정의 선행연구

독립변수
지각된 

관계적 지원

가족, 친척,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정서적 지원, 물질적 
지원, 전문적 조언과 
정보제공 및 역할모델

Cusack(1996)

Aldrich et. al.(2003)

Salvato et. al.(2008)

Turker et.al.(2009)

독립변수 자기효능감 

기업가의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의 신념

Boyd et. al.(1994)

Krueger et. al.

(1994)

종속변수
기업가적 
동기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 경제적 성취를 
위해 창업하려는 욕구

McClelland(1967)

3.2.2 설문의 구성

각 변수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기업가적 동기는 특히 선행연구 결과 

추진요인보다 유인요인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도 기업가적 동기를 측정하기 위

하여 유인요인을 이용한 측정도구를 개발, 이용하고자 한다. 설

문지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변수 설문항목 선행연구

지각된 
관계적 지원

S1 가족지원
S2 가족찬성
S3 친척지원
S4 친척찬성
S5 선배지원

Cusack(1996)

Aldrich et. al.(2003)

Salvato et. al.(2008)

Turker et.al.(2009)

자기효능감

E1 경쟁이김 
E2 문제해결

E3 어려움 감당
E4 추진능력

E5 효과적 처리

Krueger &

Brazeal(1994)

Baek(2003)

Chen et. al.(1998)

기업가적 동기

M1 부자욕구
M2 사회적 성공

M3 인정욕구
M4 자아실현
M5 자유독립

Johnson(1990)

Perwin(2003)

Alan & Malin(2011)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매우 아니다를 1, 
보통이다를 3, 매우 그렇다를 5로 구조화시킨 리커트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확립된 설문지 각 문항은 최종적으로 기업

가정신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 두 분의 검토를 거쳐 완성하였

다. 중국어 설문지는 먼저 한글로 된 설문지를 기업가정신을 
강의하고 있는 중국 광조우대학교 교수 한 분의 번역 도움을 

받아 개발하였다. 중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는 설문문항의 동질성 

1) Clercq and Rangarajan(2008)은 지각된 관계적 지원(perceived relational support)을 기업가(entrepreneur)가 사업동반자, 특히 관계마케팅(relationship marketing)에서 
강조하는 고객, 공급자 등과의 관계로부터 얻게 되는 지원으로 보았다. 지각된 관계적 지원은 고객 평판(customer reputation),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와 같
은 교환의 신뢰성(reliability of exchange)과 의사소통의 강도(communication intensity),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과 같은 교환의 질(quality of exchange)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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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위해 한국에 유학중인 중국 유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국어로 재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각각 한글과 중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IV. 실증적 연구분석

4.1 연구의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4.1.1 표본의 설계 및 특성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은 한국의 경우 원광대, 백석대, 숭실대 

그리고 단국대 등 국내 네 곳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확보하였고 중국은 광조우대학교 재학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배포와 회수는 2014년 4월 21
일부터 시작하여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각 대학교 강의 담당교수님의 협조를 받아 이루

어졌다. 중국의 경우 현재 기업가정신 강의를 하고 있는 광조

우대학교 교수 한 분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양국 공히 

설문지 작성 전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

으며 설문응답 시 자신의 의견을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이해를 구하였다. 설문지 회수 결과 한국의 경우 총 

275부가 수집되었고 중국에서는 총 265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선별하여 한국은 7부, 중국은 6부를 제

외시킨 후 최종적으로 한국 268부, 중국은 259부를 분석에 이

용하였다. <표 3>과 <표 4>는 한국과 중국 표본의 인구통계

학적 특징을 각각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3> 한국표본의 특성(n = 268)

구분 빈도 비중(%)

성 별
남 187 69.8

여 81 30.2

대학교

원광대 78 29.1

백석대 55 20.5

숭실대 56 20.9

단국대 79 29.5

학년

1학년 9 3.4

2학년 55 20.5

3학년 92 34.3

4학년 112 41.8

전공

인문사회 201 75.0

이공계 59 22.0

예체능계 8 3.0

한국표본의 특성을 보면 남학생이 약 70%의 비중을 보임으

로써 30.2%의 여학생에 비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대학 별로는 원광대와 단국대가 각각 30%대 전후, 
백석대와 숭실대가 각각 20%대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년 별 비중을 보면 1학년 3.4%, 2학년 20.5%, 3학년 
34.3% 그리고 졸업을 앞 둔 4학년 학생들이 41.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공 별 분포상황을 보면 인문사회계가 

75%로 표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공계(22%)와 예체

능계(3.0%)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중국표본의 특성(n = 259)

구분 빈도 비중(%)

성 별
남 145 56.0

여 114 44.0

대학교 광조우대 259 100.0

학년

1학년 75 29.0

2학년 21 8.1

3학년 163 62.9

4학년 0 0.0

전공

인문사회 161 62.2

이공계 67 25.9

예체능계 31 12.0

중국표본의 특성은 한국과는 달리 남학생의 비중이 56%, 여

학생은 44%로 남·여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별로 보면 1학년 29%, 2학년 8.1%, 3학년 62.9%를 보인 

반면 4학년 학생은 현지 상황 상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없었다. 
전공 별 분포를 보면 인문사회계가 62.2%, 이공계25,9%, 예체

능계가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분석방법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는 PASW 18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설문문항에 대

한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크론바하 알파 

값을 이용한 내적일관성 검증을 하였다. 단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가설검증을 하였고 매개모형 검증분석을 위해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검증방법을 이용하였다. 매개

효과 검증을 재확인하기 위해 Sobel(1982)검증을 실시하였다.

4.3 측정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각 설

문문항에 대하여 직각요인회전(varimax rotation)방식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들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문항들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

용하여 고유값(eigen value)이 1보다 큰 요인들만 추출하였다. 
또한 각각의 요인 별로 묶여진 문항에 대하여 크론바하 알파

(Chronbach's alpha)값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요인

분석결과 한국은 지각된 관계적 지원과 기업가적 동기 가 각기 
4개의 항목만이 단일 요인으로 묶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효능감 다섯 문항은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은 지각된 관계적 지원, 기업가적 동기 그리고 

자기효능감 각 변수 별 다섯 항목 모두 각기 단일 요인으로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 별 요인 적재치는 0.6이상 유

의한 수준을 보였고 다른 요인에도 교차 적재되어 있지 않았

음을 확인하였다. 모든 측정항목의 신뢰성검증 결과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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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모든 측정문항들의 최소 알파값이 0.748(한국 창업동

기)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는 <표 5>, 
<표 6>에 정리해 두었다.  

<표 5> 한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누적설명분산(%) 고유값
Chronbach's

ɑ
S2 .884

19.867 4.768 .870
S1 .817

S4 .796

S3 .665

E1 .797

14.811 3.555 .860

E2 .787

E3 .763

E5 .761

E4 .757

M1 .819

11.487 2.757 .748
M2 .762

M3 .660

M5 .603

<표 6> 중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누적설명분산(%) 고유값
Chronbach's

ɑ
S3 .808

20.042 4.810 .876

S5 .773

S1 .767

S2 .759

S4 .749

E5 .805

20.091 4.822 .873

E4 .783

E3 .761

E1 .751

E2 .734

M3 .769

17.806 4.273 .843

M5 .754

M1 .723

M2 .715

M4 .702

4.4 측정변수의 상관관계분석

 각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

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중국 

모든 변수들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뚜렷한 정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국 측정변수들의 상

관관계분석결과는 각각 <표 7>, <표 8>와 같다.

<표 7> 한국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결과

변수
상관계수

관계적 지원 자기효능감 기업가적 동기

관계적 지원 1

자기효능감 .241*** 1

기업가적 동기 .158*** .250*** 1

*** p< .001

<표 8> 중국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결과

변수
상관계수

관계적 지원 자기효능감 기업가적 동기

관계적 지원 1

자기효능감 .371*** 1

기업가적 
동기

.367*** .403*** 1

*** p< .001

4.5 가설검증

4.5.1 가설 1의 검증결과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가적 동기를 종속변수로, 지각된 
관계적 지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

각된 관계적 지원이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1의 회귀모형 유의성 검증결과 한국

(F= 6.769, p< .001)과 중국(F=40.029, p< .001) 모두 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적합함을 보였다. 기업가적 동기에 대한 지각된 

관계적 지원의 설명력은 비록 낮기는 하지만 한국(R²= .025, 
p< .001)과 중국(R²= .135, p<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 동기에 대한 지각된 관계적 
지원의 표준화회귀계수는 한국(β= .158, p< .001), 중국(β= 
.367, p< .001)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의 관계를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각된 관계적 지원이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 1의 회귀분석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 관계적 지원과 기업가적 동기의 회귀분석결과

가설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화 
계수

SE F R²
채택
여부

1-1
기업가적 
동기

관계적 
지원

.158 .055 6.769*** .025 채택

1-2 .367 .058 40.029*** .135 채택

*** p< .001

4.5.2 가설 2의 검증결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지각된 관계적 지원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지각된 관계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회귀모형 유

의성 검증결과 한국(F= 16.380, p< .001)과 중국(F= 40.930, p< 
.001)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적합함을 보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도 한국(R²= .058, p< 
.001)과 중국(R²= .137, p<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각된 관계적 지원의 표준화회

귀계수 값도 한국(β= .241, p< .001), 중국(β= .371, p< .001)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관계적 지원이 한국과 중국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모

두 채택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10>은 가설 2의 분석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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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관계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회귀분석결과 

가설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화 
계수

SE F R²
채택
여부

2-1 자기
효능감

관계적 
지원

.241 .049 16.390*** .058 채택

2-2 .371 .053 40.930*** .137 채택

*** p< .001

4.5.3 가설 3의 검증결과

가설 3은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적 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해 

기업가적 동기를 종속변수로,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모형 유의성 검증결과 

한국(F= 17.734, p< .001)과 중국(F= 49.703, p< .001) 모두 통

계적 유의수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

력도 한국(R²= .063, p< .001)과 중국(R²= .162, p<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기업가적 동기에 대한 자기효능

감의 표준화회귀계수 값도 한국(β= .250, p< .001)과 중국(β
= .403, p< .001)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 3의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적 동기의 회귀분석결과

가설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화 
계수

SE F R²
채택여
부

3-1 기업가적 
동기

자기
효능감

.250 .066 17.734*** .063 채택

3-2 .403 .062 49.703*** .162 채택

*** p< .001

4.5.4 가설 4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가설 4는 지각된 관계적 지원과 기업가적 동기 사이에 자기

효능감이 매개효과 역할을 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매개효

과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Baron et. al.(1986)가 제안한 3
단계 매개효과검증방법을 이용하였다. 가설 4의 검증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가설 단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SE β
채택
여부

4-1

1 효능감 지원(a) .197 .049. .241***

채택
2 동기 지원(c) .142 055 .158***

3 동기
효능감(b) .249 .067 .225***

지원(c') .093 .055 .103*

4-2

1 효능감 지원(x) .339 .053. .371***

채택
2 동기 지원(z) .365 058 .367***

3 동기
효능감(y) .336 .065 .309***

지원(z') .251 .059 .253***

* p< .090, *** p< .001

매개효과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자기효능감은 3단계 검증 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각된 관계적 지원, β

= .103, p= .091), 자기효능감(β= .225, p< .001)은 지각된 관

계적 지원과 기업가적 동기 사이에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3단계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독립변수(지각된 관계적 지원)는 오로지 매개변수(자기효능감)를 
통해서만 영향을 주게 되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은 3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이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분적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크기는 

.365 - .251 = .339 x .336(z - z' = xy)식에 의해 .114의 부분매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자기효능감과 창업동기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Sobel, 1982)의 공

식에 따라 Sobel검정을 실시하였다. Sobel검정결과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은 한국(Z= 2.898, p< .001)과 중국(Z= 4.741, p< 
.001) 모두 기업가적 동기에 유의적인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완전매개효과, 중국은 부분매개효

과로 가설 4는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중국은 세계에서 단일민족으로는 가장 기업가적인 집단이며

(Weidenbaum et. al., 1996), 대규모의 기업가들이 창업한 벤처

기업들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Timmons, 
1999).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미래의 잠재기업가들인 청년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중국대학생들의  

특성과 한국대학생들의 성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대학생들의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가족, 친척,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지각된 관계적 지원이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적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또한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함께 살펴보았다. 설문조

사방법으로 진행한 본 연구의 표본은 원광대, 백석대, 숭실대 

그리고 단국대 등 국내 네 곳 대학의 대학생들로부터 268부를, 
중국은 광조우대학 대학생들로부터 259부를 각각 확보하였다. 
분석방법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매개모형 검증분석을 위해 
Baron et. al.(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각된 관계적 지

원은 한국과 중국대학생들의 기업가적 동기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관계적 지

원은 양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기효능감은 한국과 중국대학생

들의 기업가적 동기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끝으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검증에서 한국은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관계적 

지원은 기업가적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양준환

10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0 No.3

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Aldrich et. al., 2003; 
Cusack, 1996)를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중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본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한층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 째, 지각된 관계적 지원은 대학생들의 자기효

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공한 기업가 집안의 환경과 기업가 부모의 역

할모델은 개인의 창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Scott et. al.,  
1988; Ronstadt, 1990; Lordkipanidze et. al., 2005), 또한  창업에 
대한 자신감, 기업가로서의 기대가 고양됨으로써 사람들이 창

업을 선호하게 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 한다 (Sánchez, 
2011). 본 연구는 특히 지각된 관계적 지원 변수가  자기효능감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

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기업

가적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 결과는 
자기효능감과 창업활동 간의 유의적 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Scherer et al., 1989; Boyd et. 
al.,1994; Chen et. al., 1998). 또한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적 동

기를 설명할 수 있다는 Aramand(2013)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분석결과 자기효능감은 한국의 
경우 완전매개효과를 중국의 경우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수가 될 수 있다는 Lent et. al.(1987)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인 역할을 재확

인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또 하나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관계적 

지원이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 

대학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대다수 대학생들을 위해 

부모와 가족, 친지, 지인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청년대학대학생 창업활성화를 위

해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나 대학의 창업관련 교육제공도 
중요하지만 부모나 가까운 친지들로부터 구직 대신 잘 준비된 
창업에 대한 조언이나 지원의 노력도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청년대학

생들의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로부터의 
도움도 필수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는 것이 큰 기여라 할 수 

있다. 둘 째, 지각된 관계적 지원은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나 

친지 등으로부터의 창업에 대한 세심한 조언이나 지원은 대

학생들로 하여금 창업에 대한 호의적 인식을 갖게 하고 나아가 
나도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이렇게 형성된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의 창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가적 동기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자기효능감은 창업이라는 모험적 

진로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대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과 중국대학

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관계적 지원과 자기

효능감 모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핵심변수들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에서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중국의 경우 창

업에 대한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

으나 한국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대학

생들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의 지원이 창업하고자 하는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 한편 이러한 지원이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시켜 창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자

기효능감의 간접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와는 대조적으로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를 보인 한국대

학생들의 경우, 지각된 관계적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오로지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즉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만 창업에 대한 동기를 갖게 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창업할 자신이 없으면 아무리 가

족이나 친지가 창업을 권유하고 도움을 주더라도 창업동기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대학생들의 경우 
관계적 지원은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창

업동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대학생들에 비해 한국대학생들의 경우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교육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년대학생들의 창업활

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못지않게 가족과 친지들도  노

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Ⅵ.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의 표본은 한국의 경우 전국의 4개 대학교, 그리고 중

국은 광조우대학교 한 개 대학교에서만 수집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한국과 중국 전체대학생으로 일반화시키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 째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있으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상당히 낮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 향후 좀 더 정교한 측정도구의 개발과 

적합한 샘플링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 째, 본 연

구에 사용된 표본 집단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즉 표본이 전공 
별로 골고루 분포되지 못하고 한국과 중국 모두 인문사회계로 
크게 치우쳐있어 타 전공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성향이 잘 반

영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표본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과 관련이 더 깊을 수 있는 이공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부모창업 여부, 창업교육이수 여부 등, 창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변수들을 이용한 인과관계 연구도 연구의 저변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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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Perceived Relational Supports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of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Yang, Jun Hwan*

Abstract

Strong ties such as family members, relatives and close friends have been widely acknowledged as a vital factor when a potential 
entrepreneur attempts to initiate entrepreneurial activity. Recent theoretical arguments focus that family social capital, a form of social 
capital, that is embedded in family relationships can contribute to venture creation as well as to the development of competitive 
advantage for established firms. Meantime, there have been arguments that the most dominant single entrepreneurial ethnic group in the 
world is the Chinese people, whil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widely recognized as fast growing economic power that is driven 
by entrepreneurial ventures in a large scale. This study tests the effect of perceived relational supports typically being provided by family 
members, close relatives and friends on forming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by using samples 
collected from 4 Korean Universities(Wonkwang, Baekseok, Soongsil and Dankook university) and Guangzhou University in China. The 
mediating of self-efficacy was also tested to gain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the variable.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1) both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are influenced positively by the perceived relational supports, 2)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affects their entrepreneurial motivation positively, 3) self-efficacy is appeared to be mediated partially for China in 
between perceived relational supports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but the same variable is exhibited a full mediation in the same path 
of the research model for Korea, which was a distinction between the students of two countries in this study. Discussion and practical 
implication on the results are provided.      

Keywords: Perceived Relational Support,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motivati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Chinese University 
Students

 

* Assistant Professor, Enterprise Support Foundation, Dankook University, stvyang@dankoo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