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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의도가 높아지면서 두 개념에 동시 적용할 수 있는 변수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까지의 연

구들은 각각의 개념에서 미치는 영향력 변수만을 살펴봤기 때문에 창업과 취업을 구분해서 생각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

결하기 위해 창업 효능감을 이용,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핵심자기평가의 개념을 조절 변수로 활용

해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 의지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전국 349명의 대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변수별로 선행 이론에 근거해서 설문문항을 만들었으며, 

특히 핵심자기평가는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 포함된 개념인 능력중심 자기평가와 통제 위치와 신경증 성향이 포함된 정서중심 자기

평가의 개념으로 구분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세부적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창업 효능감은 창업의도에 강한 영향력을 보여, 기존의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취업 스트레스에는 부정적

인 영향력을 보여, 창업 효능감이 있으면 취업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자기평가의 조절효과를 살펴

보면 취업 스트레스에 능력중심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지만, 정서중심은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창업의도역시 능력중심, 정서중심 모

두 영향력을 증가 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창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방식과 제도가 필요하고 핵심자

기평가에 대한 개인의 인식형성이 취업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 효능감, 핵심자기평가, 창업의도, 취업 스트레스

Ⅰ. 서론

통계청(2016)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고등교육 기관별 

졸업자 취업률은 평균 58.6%이며, 이 중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54.8%인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졸업자 중 절반이 

약간 넘는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도 61.4%로 4년제 대학 졸업생들에 비해 높

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약한 일자리를 

얻은 경우가 많고 직업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전문대학의 특

성을 고려했을 때, 전문대학 졸업생들도 취업에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취업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창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고용노동부(2014)가 전국 대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창

업의도에 관한 조사에서 향후 창업할 의향은 있으나 구체적

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 58.4%이였으며, 

현재 창업 의향이 있고 실제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는 응답도 4.9%로 전체 60%가 넘는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국내의 많은 학자들이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의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했다. 
김정아(2014)는 비서학전공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감소시

킬 수 있는 요인을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취업실전준비, 사

회지지추구 등을 주장했으며, 조선희·전경숙(2015)은 자기 효

능감, 우울 증상, 학년, 전공, 성적, 취업 상태가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주장했다. 
창업의도의 경우는 박광오·안진우(2015)이 대학생들의 창업 

동기부여와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대학의 창업 인프

라, 창업 애로사항을 제시했고, 홍정표·양해술(2014)는 개인역

량과 경력지향의 안전, 자율, 기술, 사업지향이 대학생들의 창

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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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두 변수에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 변수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 효능감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을 원인 변수로 선택해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유봉호(2013)는 청년 창업자들의 심리

적 특성 분석에서 창업효능감이 창업 성공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정대용·채연희(2016)도 대학생들의 성

격특성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창업 효능감이 매개역할을 

보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창업을 진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창업 효능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창업 효능감

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George & Jones(2015)는 스트레스의 주 원인중 하나가 

개인의 능력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특정 업무와 관련한 경험

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특히 개인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술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참여

하는 방법처럼,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을 높일 수 있는 여

러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수행해서 스트레스를 줄여나간다. 많

은 대학생들이 과도한 스펙 (Specification)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나타나듯이 취업 스트레스의 주된 원

인은 개인의 능력 부족의 인식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줄

이기 위한 방법이 바로 효능감인 것이다. 종합하면 창업 효능

감은 창업의도와 취업 스트레스의 원인 변수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핵심자기평가 (Core-Self Evaluation)는 이러한 관계

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이다. Judge & Bono(2001)는 

핵심자기평가를 ‘나는 경쟁력이 있다.’와 같은 본래의 자기인

식이라 했는데, 잠재적으로 긍정적이면서 자신 있는 심리상태

가 형성된다면 창업 효능감이 취업 스트레스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크게 상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다. 특히 사업 운영과 투자유치, 그리고 네트워크까지 중요시

하는 창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신감 있는 심리적 확신이 있

는 경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취업 성공에 대한 강한 믿음이 동반될 경우 스트레스가 줄어

들기 때문에, 창업의도와 취업 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있어 

핵심자아평가는 중요한 조절 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아직 핵심자기평가가 취업과 창업 연구에 이용

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실증연구 역시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자아평가가 기존의 창업의도와 취

업 스트레스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학문적 시사점

과 실무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의도

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과 비교해 창

업 효능감의 명확한 개념 정의를 도출하였으며, 창업의도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핵심자기평가의 

조절 측면의 경우 요인 분석 결과에 따라 내, 외적인 관점으

로 구분해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수행 방법은 우선 각 변수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해 가설 설정을 했다. 다음으로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 검증을 실시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창

업 효능감의 중요성과 핵심자기평가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론적 시사점 이외에도 대학생들의 취, 창업 교육과 

활동 등에 있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창업 효능감

Zhao, et al.(2005)는 창업 효능감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을 창업에 있어서 기업가적인 역할과 과업을 무사히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또는 기대라 정의했다. 
즉, 특정 과업을 목표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 믿음인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의 개념을 창업에 
맞춘 것이다. 처음으로 이 의미를 도입한 Boyd & Vozikis(1994)
는 창업 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창업 과정 속에서 발생

하는 불확실한 상황을 해결하고 다양한 도전 및 위험에 있어

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이 있다고 주장했다. 
McGee, et al.(2009)도 창업 효능감이 높은 창업자는 창업환경

의 경쟁도 기회로 인식하게 되고, 위험 및 불확실성이 높은 

창업 현실도 알맞게 대처해 성공적으로 창업 활동을 수행한

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창업 효능감이 낮은 경우에는 주변의 

경쟁 환경을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주

어진 기회도 놓친다고 보았다. 이렇듯 창업에 있어서 창업 효

능감은 문제 해결 인식이나 업무를 추진해 나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개인의 태도 변수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창업 효능감과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의 차이는 무

엇인가? Bandura(1997)는 사회적 인지이론 (Social Cognitive 
Theory)의 학습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혼자서 스스로 특정한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교육 훈련 없이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

한 부분은 자기 효능감에서는 특정 과업 (Task-Specific)이라는 

범위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창업의 경우는 과업의 속

성 보다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 활동이 모두 

포함된 경우로 과업보다는 훨씬 더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Scherer, et. al.(1989)도 창업 효능감이란 특정 개인이 기

업가로 성공하고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의 강

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박재환·최민정(2016)는 창업 효능감을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증명하면서, 창업 효능감의 개념을 창

업에서 요구되는 여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개인의 

믿음 상태라고 정의한 Chen, et al.(1998)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결국 창업 효능감은 창업을 하려는 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환경을 분석, 조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창업 기업을 성공

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자신만의 신념 상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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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창업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을 살펴보면 Wilson, et 
al.(2007)는 창업교육을 실시할 때,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나 인식이 나타나 도전, 혁신, 위험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신념이 생겨난다고 했다.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에서도 성공적

인 과거경험과 대리학습과 같은 방식이 효능감을 높이는 방

법이기 때문에 창업교육에 관련된 교과목과 교육을 실시하면 

창업 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창업교육이 

창업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Bullough, et al.(2013)는 창업 효능감

이 상황의존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다른 특성 및 창업

과 관련된 상황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렇듯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나타듯이 창업 

효능감과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또

한 창업 효능감의 정확한 범주의 개념 정의를 통해 향후 연

구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2 창업의도와 취업 스트레스

Crant(1996)는 잠재적인 창업가가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창업의도 (Entrepreneurial 
Intention)라 정의했다. 이 후 많은 연구들에서 그 정의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Balaceanu, et al.(2014)는 창업을 보유하

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비용의 새로운 산출물로 만

들어가는 활동이라 했으며, Dollinger(2008)는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자원을 수집해 이윤추구의 기회를 마련하는 경제적

인 조직의 설립을 창업이라 했다. 선행연구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창업의도란 창조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 산출물을 만들

어가는 제반 활동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업에 대한 동기를 Shapero & Sokol(1982)는 창업 이벤트 

모델 (Entrepreneurial Event Model)을 통해 설명했다. 개인이 

겪은 생애의 중요한 사건 지각은 개인의 창업에 대한 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의도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Robinson, et al.(1991)은 창업의도를 창업 태도 오리엔테이션

(Entrepreneurial Attitude Orientation)를 통해 성취감, 개인통제, 
혁신, 자기 효능감의 개인적 특성과 감정, 인식, 노력의 감정

태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였다. Lee-Gosselin & Grise(1990)
은 창업에 대한 다양한 동기 요인들을 제시했는데, 일에 대한 

만족의 저하, 사업 기회의 발생, 경영자에 대한 욕구, 자금 확

보, 자유 및 유연성, 독립적 사업 운영 등 여러 요인이 창업

의도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학생들에게 있어 창업 의도는 Leffel(2008)이 대학생

들의 창업의도 요인을 창업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진취적인 

개인행동 성향, 창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열망의 3가지 요소

를 주장한 것처럼, 창업자 본인의 개인적 측면과 주변 상황의 

요소들이 함께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양준

환(2014) 역시 창업 의도는 창업교육과 창업동기, 창업에 관

한 열망 등과 같은 자기효능감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창업 

의도는 창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행변수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이현주(2014)는 취업 스트레스 (Job-Seeking Stress)

를 취업의 실패 또는 실업이 장기화됨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라 정의했다. 김정아(2014) 역시 대학생들의 취

업 스트레스는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대학 졸업

을 앞둔 사람들이 미결정 상황에 직면하여 불안한 상태이고, 
신체적으로도 긴장한 상태라 정의했다. 결국 취업 스트레스는 

미취업으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다양한 환경의 불확실성과 

사회 부적응의 문제 등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개

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Holland & Holland(1977)는 진로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진로

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정의 장애가 아닌 본인 자신

을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 진출을 앞

두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취업에 있어서 미결정 상황에 놓

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

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대표적인 국내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

레스는 다음과 같다. 이현주(2014)는 문헌 연구를 통해 대학

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하위 요인으로 학업, 성격, 가

족환경, 학교환경의 4가지 요인을 제시했고, 이 하위요인들에 

취업불안을 포함시켜 취업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대학생들은 여러 요인의 스트레스가 취업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 스트레스는 복잡한 감정 상태를 발생시키고 고민과 불

안을 지속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를 낮추는 방법

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경욱·조윤희(2009)은 대학생들

의 취업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라 주장했고, 김민정·조금호(2011)도 대학생들이 진로 

선택 시 부모와 타인과의 갈등을 경험해 취업 스트레스를 느

낀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과도한 취업 스트레스는 사회생활과 

함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완

충시키거나 제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2.3 핵심자기평가

Judge, et. al.(1997)은 핵심자기평가 (Core Self Evaluation)란 

세상을 바라보는 주관적 또는 인지적 평가의 기본적인 기준

으로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특성이라 했다. Judge, et. 
al.(2005)는 어떤 개인의 가치와 자신감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라고 주장했으며, Boyer & Mosley(2007)는 특정 

조직에 속해있는 구성원이 조직 생활에서 보여주는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을 분석하는 이론이라 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정의에 비추어 봤을 때 핵심자기평가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주관적인 평가 요소이고 성

향적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Judge, et al.(1997)는 핵심자기평가의 요소로 자아 존중감 

(Self-Esteem), 일반화된 자기 효능감 (Generalized Self Efficacy), 
통제의 위치 (Locus of Control), 신경증 (Neuroticism)의 4가지



현선해·서문교·권인수

42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1 No.6

를 제시했다. 각 개념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아 존중감은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 또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을 의미한

다. 일반화된 자기 효능감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판단을 의미한다. 통제 위치는 본인의 행동이 목

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신경

증은 감정을 조정하지 못해 나타나는 두려움을 의미한다. 즉, 
정서적 안정 (Emotional Stability)의 정도라 볼 수 있다.
처음으로 이론을 제시한 Judge, et al.(1997)은 하위 요소들을 

왜 핵심자기평가의 구성 요인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

다. 단순히 성격적 특성을 합친 상위의 개념으로만 정의했기 

때문에 이론적 완결성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핵심자기평가를 검증했으며, Erez & 
Judge(2001)은 하위차원의 4가지의 개별적 특성보다 오히려 

성과에 더 긍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최근에

는 태도와 행동 연구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Judge, et al.(1998)는 핵심자기평가

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특성 지각에도 영향을 준

다고 주장했다. Erez & Judge(2001)은 직무성과와 목표설정동

기 및 활동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Best, et al.(2005)는 

핵심자기평가가 직무소진을 매개로 해서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에서 직무소진을 줄여준다고 주장했다. Judge, et 
al.(2005)는 핵심자기평가가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을 높여주

고 목표달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Judge, et al.(2005)는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에 대해 핵심자

기평가가 높은 개인은 자신의 역량 및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 

믿음이 형성되어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함께 실행, 평가를 한

다고 주장해 해당 이론의 동기부여 측면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핵심자기평가를 측정구조에는 1요인과 2요인의 

2가지 방법이 있다. 김종규 외(2015)에 의하면 1요인의 경우 

핵심자기평가를 4개 요소의 공통 개념으로 파악하고 수렴타

당도에 관심을 둔 연구이다. 하지만 4개 요소를 하나의 요인

으로 볼 정도로 높은 상관관계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1요
인 이론에 대한 반론이 많다. 

2요인 구조는 Judge & Larsen(2001)의 연구에서 긍정적, 부정

적 핵심자기평가의 구조로 구분한 것이 그 시작이다. 2요인 

관점의 경우 자기 존중감과 효능감을 긍정적, 통제 위치와 신

경증을 부정적으로 구조를 만들어 측정한 경우인데, 긍정과 

부정 문항을 함께 사용해 측정해서 해당 결과가 나왔다는 방

법효과를 통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Ⅲ.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창업 효능감이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려 한다. 또한 핵심자

기평가가 영향을 미칠 때의 조절효과도 같이 살펴보려 한다.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들을 측정했으며, 측정된 

변수들은 <그림 1>과 같이 수립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분석

을 진행했다.

<그림 1> 연구 모형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모형의 변수 측정은 선행 이론에서 사용한 설문내용을 

이용하였다. 창업 효능감은 자신의 창업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son, et al.(2007)의 창

업 효능감 척도를 수정한 5문항을 이용했다. 사용한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창업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창의적으로 해

결할 자신이 있다.’, ‘나는 창업에서 불확실 및 위험 상황에서

도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등이 있다. 
창업 의도는 Yusof, et al.(2007)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해 사

용하였으며,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
에게는 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나는 졸업 후 

일정기간 준비를 하고 창업할 계획이다.’ 등이 있다. 
다음으로 취업 스트레스는 코넬 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

(Conell Medical Index)에 기초해서 대학생의 취업 상황에 맞

춰 수정한 설문을 이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사용된 문항으로는 ‘나는 요즘 취업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게 된다.’, ‘취업에 실패하

지는 않을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핵심자기평가는 Judge, et al.(2003)의 핵심자기평

가척도 (The Core Self-Evaluations Scale) 12문항을 사용하였다. 
핵심자기평가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이 문항

은 긍정문항 6개, 부정문항 6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소의 

핵심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부정문항 6개는 실증분석 시 

역코딩 (Reverse Coding)을 통해 수정했으며, 사용한 문항을 

살펴보면, ‘인생에서 성공하리라는 자신감이 있다.’, ‘모든 것

이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김종규 외(2015)는 핵심자기평가척도 (CSES)가 2요인 구

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고,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의 결

과에 따라 요인분석에서 2요인으로 구분될 경우 핵심자기평

가를 구분해서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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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설설정

3.3.1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Shapero & Sokol(1982)은 창업 이벤트 모델에서 생애에 중요

한 사건과정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창업 발생가능

성이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이는 창업이라는 것이 특별한 역량

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의도가 발생됐기 보다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의지가 있을 때 창업에 대한 의도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Krueger, et al.(2000)는 창업의지

를 주변 사람들의 기대된 가치 (Expected Values), 사람들이 중

요시 하는 것들을 따르는 규범적 신념들 (Normative Beliefs), 
특정 행동을 실행하려는 역량인 인지된 자기효능감(Perceived 
Self-Efficacy)의 3가지 요소가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즉, 창

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지된 행동에 대한 강한 자

신감이 있어야 창업을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증명하기 위해 Wilson, et al.(2007)와 

Krueger & Brazeal(1994)는 창업에 관련된 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와 관련된 있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Fayolle(2005)는 대학생의 자기 유효성이 창업의지

에 영향을 미치므로 창업교육을 통해 유효성 향상에 노력해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Yar et al.(2008)도 기업가 정신을 교육

받은 대학생의 혁신성과 같은 창조적 기질에 의해 창업의도

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종합해보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도 

자신의 역량 개발과 함께 적절한 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 대학생의 창업 효능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보일 것이다.

3.3.2 창업효능감과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학생들은 졸업 전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해 사회 진

출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많은 

대학생들이 명확한 진로결정을 하지 못해 진로에 대한 불확

실성을 겪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Lazarus & Folkman(1984)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에 문

제 중심과 정서 중심의 해결방식을 제시했다. 문제 중심은 직

접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정서 중심은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되는 상태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문제와 원인을 긍정적으로 평가

해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 방

식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를 증명했는

데, 박광희(2008)은 자기 효능감이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크고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도 간접적으로 감

소시킨다고 주장했다. 한금선(2005) 역시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

날 때의 예측요인으로 자기 효능감을 밝혀냈고 Gall, et 
al.(2000)는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원인인 진로문제 등에 자기 

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

다. 이렇듯 자기 효능감과 취업 스트레스와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자기 효능감의 개념을 창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

시킨다면 창업 효능감도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는 원인이 된다. 
창업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위험이나 역경 그리고 불확실성

으로 가득한 창업 현실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실패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

이 높았을 때 보이는 태도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위험이 높은 상황과 불확실 

상황에서 우수하게 대응력을 발휘하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서도 기회를 노려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Krueger & 
Brazeal, 1994), 취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창업 효능감이 높으면 창업에 대한 목표에 맞게 계

획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취업이라는 진로에서 받는 스트

레스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했다.    

가설 2 : 대학생의 창업 효능감은 취업 스트레스에 부정적

인 영향을 보일 것이다.

3.3.3 핵심자기평가의 조절효과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핵심자기평가는 내적 동기부여의 매개

를 통해 직무의 만족, 조직에 대한 몰입, 리더십, 혁신적인 행

동, 직무에 관한 성과 등 조직 효과성 및 개인 수준에서의 행

복과 생애주기에서의 만족에도 영향을 보인다고 했다. 이렇듯 

핵심자기평가는 개인 차원에서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주

요한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Judge, et al.(2005)는 핵심자기평가가 높은 개인은 언제 발생

할지 모르는 문제적 상황을 최소화하려 노력하며, 주변의 상

황을 항상 긍정적으로 지각해 자신에게 부여된 상황에 대한 

지각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했

다. 그리고 Hiller & Hambrick(2005)는 핵심자기평가가 높은 

직원은 주어진 일을 자신감 있게 처리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

게 평가한다. 또한 많은 잠재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적은 특성을 보인다고 했다.
이미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창업 효능감은 창업 과정

에서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신념

을 보인다. 환경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언제

나 기회를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결국 창업 효능감에 핵심자기평가가 상호작용을 한다면, 앞

서 제시한 가설 1, 2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 변수에 더 큰 영

향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이론적 배경의 함

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 대학생의 핵심자기평가는 창업 효능감과 창업의도 

및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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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측정항목
component 신뢰

계수1 2 3 4 5

취업 
스트레스

요즘 나는 꿈속에서도 취업걱정을 한다. .824 -.015 -.052 -.027 -.111

.902

취업에 대하여 걱정을 하다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구토가 나려한다. .816 -.056 -.144 -.019 -.176

나는 요즘 취업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게 된다. .773 .000 -.099 .017 -.148

취업에 실패하지는 않을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766 -.212 -.228 .040 -.135

나는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입맛을 잃을 정도이다. .744 .039 .002 -.149 -.037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취업을 해야 하지만 자꾸만 자신감이 없어진다. .743 -.092 -.230 -.019 -.111

나는 요즘 취업걱정으로 술이나 담배, 약물(두통약 등) 등의 복용이 늘었다. .697 .136 -.012 -.055 -.091

나는 취업에 실패한 적이 있어 또다시 실패가 되풀이 될까봐 두렵다. .696 .197 .011 -.252 .067

창업의도

나는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창업 관련 정보를 유심히 본다. .018 .861 .040 .240 -.014

.913

나에게는 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006 .861 .068 .242 .046

나에게는 창업자가 되고자하는 성향이 있다. -.054 .860 .074 .291 .043

나는 졸업 후 일정기간 준비를 하고 창업할 계획이다. .068 .819 .111 .113 .040

나는 졸업 후 바로 창업할 계획이다. .026 .758 .029 .027 -.027

능력중심
핵심자기평가

나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015 .010 .730 .223 .144

.803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 -.044 -.040 .686 .044 -.009

나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074 .036 .672 .164 .077

대체로 내 자신에 만족한다. -.223 .173 .652 -.041 .227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162 .074 .637 .239 .095

인생에서 성공하리라는 자신감이 있다. -.152 .226 .633 .258 .153

창업효능감

나는 창업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극복하고 해결할 자신이 있다. -.051 .343 .221 .733 .022

.800

나는 창업에서 불확실, 위험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150 .217 .151 .724 .077

나는 창업과정에서 자금을 잘 관리할 자신이 있다. -.009 .081 .069 .655 .095

나는 창업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창의적으로 해결할 자신이 있다. -.078 .396 .211 .630 .012

나는 창업에서 직원들을 격려하여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자신이 있다. -.094 .097 .286 .596 .176

정서중심
핵심자기평가

실패했을 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다. (R) -.133 .031 .142 .090 .787

.736
나의 업무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가끔 있다. (R) -.023 -.027 .014 .146 .736

모든 것이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다. (R) -.337 .075 .311 .024 .606

내 경력에서의 성공을 관리할 수 없다고 느낀다. (R) -.339 .003 .275 .078 .591

고유값 7.347 4.583 2.408 1.516 1.351
-

설명된 분산비율 26.239 16.369 8.601 5.416 4.827

<표 1> 타당성⋅신뢰성 분석 결과

Ⅳ. 실증분석 결과

4.1 표본특성 및 기초통계 분석

연구조사를 위해 전국의 대학 중 재학생 1만 명이 넘는 4년
제 대학교를 랜덤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학교에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상경계열 학과의 학생들을 추출했

고 이들을 직접 만나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들에게는 사전

에 설문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설명을 진행했으며, 설문 

내용을 이해한 응답자들은 설문을 작성한 후 반송봉투에 담

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게 조치를 취한 후 설문을 회수하였

다. 총 349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응답한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어 모두 통계에 사용되었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은 

57.9% (n=202) 여성은 42.1% (n=147)이고, 연령은 18세부터 28
살까지 (M=22, SD=2.88)의 분포를 보였다. 학년은 1학년 

35.5% (n=124), 2학년 22.6% (n=79), 3학년 26.4% (n=92), 4학
년 15.5% (n=54)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와 같이 일용직 근무를 제외한 인턴 및 계

약직 또는 정규직 직장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23.5% (n=82)가 

직장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4.2 타당성·신뢰성·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우선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는데, 요인 수 결정은 고유 값이 1이
상의 범주를 근거로 Varimax 회전 방식을 이용해 분석했다.  
요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0.5 미만의 적재량을 보인 핵심

자기평가 2문항을 제거했고, 그 결과 총 5개의 요인으로 구성

되었다. 앞서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서 밝힌바와 같이 핵심자

기평가척도는 일반적으로 2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2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자기 존중감과 효능

감을 평가한 요인에 대해서는 ‘능력중심 핵심자기평가’라 했

으며, 통제 위치와 신경증을 평가한 요인에 대해서는 ‘정서중

심 핵심자기평가’라고 정의했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변수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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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값을 구했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모든 구성요소의 Cronbach’s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설정에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했다.
상관관계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의도, 

창업의도와 정서중심 핵심자기평가를 제외하고 는 모두 유의

하게 나타났다(p<.01). 특히 창업 효능감은 취업스트레스와 부

(-)의 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r=--.205, p<.01), 창업의도에

는 정(+)의 관계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486, p<.01). 
그리고 능력중심 핵심자기평가 (r=.475, p<.01), 정서중심 핵심

자기평가 (r=.286, r<.01)에도 유의하게 상관관계를 보여 가설

을 뒷받침해 주었다.

구분 1 2 3 4 5

1. 창업효능감 1

2. 취업스트레스 -.205*** 1

3. 창업의도 .486*** -.026 1

4. 능력중심 CSE .475*** -.308*** .238*** 1

5. 정서중심 CSE .286*** -.420*** .094 .454*** 1

<표 2> 상관관계 분석결과

* 주: **P<.01 수준에서 유의함.

4.3 가설검증 결과
 

창업 효능감이 창업의도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

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연령, 학년, 직장경험 유무)를 통제변

수로 사용해 분석에 포함시켰다.
우선 가설 1과 2를 검증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모형 1

이 창업 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내용으로, 
분석모형이 F값은 26.226 (p<.001)로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

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창업 효능감의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ß=.458, p<.001). 모형 1의 분

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은 최대 1.41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3> 가설 1⋅2 분석결과

* 주: *P<.05, **P<.01 ***P<.001 수준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모형 2는 창업 효능감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내용이다. F값은 10.691 (p<.001)로 역시 회귀

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으며, 독립

변수인 창업 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도 지지되었다(ß=-.216, p<.001). 모

형 2의 분산팽창요인 값은 최대 1.415로 나타나 모형 2에서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 3부터 모형 6을 

제시하였다. 가설 검증 전 상호 작용항으로 인한 다중공선성

을 줄이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평균화 시켜 센터링 

한 후 두 변인을 곱한 값을 이용했다. 
모형 3과 4는 종속변수가 창업의도로 조절변수 및 상호 작

용항을 투입했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모형 F값은 각각 18.756 
(p<.001)와  14.530 (p<.001)으로 회귀분석은 성립되었다. 하지

만 창업 효능감과 능력중심 핵심자기평가, 정서중심 핵심자기

평가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게 나와 조절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 5와 6은 종속변수가 취업 스트레스인 경우로 

조절변수 및 상호 작용항을 투입했을 때의 결과이다. 모형 5
와 6의 분석모형 F값은 각각 20.856 (p<.001)와 17.647 
(p<.001)으로 회귀분석은 성립되었다. 상호 작용항을 살펴보면 

창업효능감과 능력중심 핵심자기평가가 ß값 -.130 (p<.001)으
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능력중심 핵심자기평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중심 핵심자기평가의 상호 

작용항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지 않아서 가설 3은 부분지지 

되었다.
 

<표 4> 가설 3 분석결과

* 주: *P<.05, **P<.01 ***P<.001 수준에서 유의함.

구분 　모형 1 　모형 2　

　종속변수 창업의도(ß) VIF 스트레스(ß) VIF　

　
통제
변수

성별 -.156** 1.032 .021 1.033

연령 .031 1.419 -.053 1.415

학년 -.044 1.419 .304*** 1.413

직장경험 .118* 1.037 .094 1.036

독립
변수

창업
효능감

.458*** 1.020 -.216*** 1.020

F-value 26.226***　 10.691***　

R2 .278 .136　

종속변수 창업의도(ß) 취업 스트레스(ß)

　구분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통제
변수

성별 -.154** -.153** .004 -.002

연령 .034 .032 -.033 -.025

학년 -.046 -.046 .315*** .312***

직장경험 .120* .118* .089 .103**

독립
변수

창업
효능감

.466*** .467*** -.047 -.059

조절
변수

능력중심 .015 .018 -.147** -.175**

정서중심 -.050 -.051 -.357*** -.348***

상호
작용

효능감x능력 .012 -.130*

효능감X정서 .012 -.026

F-value 18.756*** 14.530*** 20.856*** 17.647***

R2 .280 .280 .303 .322

R2 change .000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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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창업 효능감이 창업의도와 취업 스트

레스와의 관계에서 핵심자기평가가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는지 

실증분석을 했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창업 효능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여러 대상들을 통해 

효능감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증명했고 그 결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었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에 쓰였던 일반적인 효능감이 

아닌, 창업 효능감이라는 확장된 개념을 통해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봤지만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국,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창업을 하려는 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해당 결과는 실무적으로 주는 시사점이 크다. 창업에 대한 

위험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태도나 인식을 마련하려면 창업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Bandura(1997)는 대리학습으로 인

해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창업 효능

감 역시 창업 교육을 통해 그 정도를 높이고 창업의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창업 성공사례를 통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이 만들어지면 대학생들은 창업에 대한 두려움

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창업 효능감은 취업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생계유지의 개념 이상의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

체성과 자존감을 확인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해당 지위를 얻게 된다. 대학생들은 취업으로 인해 스트레스

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직업적 관점을 창업으로 변경해 생각

해 볼 수 있다. 창업 효능감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창업이라는 대안을 생각한 대학생 입장에서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장이 아닌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창업 효능감을 통해 주변의 창업 환경

과 같이 주변의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난다면, 취업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두 관점의 해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창업 효능감은 창업 

뿐 만 아니라 취업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변수

임에는 틀림없다.
셋째, 창업 효능감과 능력중심 핵심자기평가의 상호작용은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설에서는 창업 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

과는 기각되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핵심자기평가의 측정 

설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 핵심자기평가

의 요인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김종규 외(2015)은 이러한 

요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핵심자기평가의 측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이 포함된 능력중심 핵심자기평가는 유의한 결과

를 보였지만 포함되지 못한 정서중심 핵심자기평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도 이를 증명해 준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나타나듯이 자기존중감 및 효능감으로 

구성된 능력중심 핵심자기평가가 창업 효능감과 상호작용을 

하면 취업 스트레스는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Seiffge-Krenke, 
& Shulman(1990)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정보와 충고를 수용

해 문제해결의 노력을 보이는 적극적 대처방식과 문제를 회

피하는 식의 역기능적 측면인 소극적 대처방식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국내의 대학생들은 불확실한 환경의 

극복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자랑스러워

하고 본인을 믿는다면, 취업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다. 즉, 
취업 스트레스에 소극적 대처방식을 취하는 것 보다 적극적

으로 대처방식이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율적으로 작용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도 대학생들이 창업의 성공

과 성취의 기쁨과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측면으로 지원해 준다면 취업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것으

로 보인다. 
이렇듯 본 연구가 이론적,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

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국내 사회적 

환경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서

는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종속변수에 있어서 창업의도와 함께 취업의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본 연구가 창업 효능감과 취업 스트레스와

의 관련성을 분석했는데, 만약 취업의도에 대한 내용이 통제

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취업의도가 통제된 상태 또는 창업의도와 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하면 더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의

도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더 다양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연

구 결과의 의미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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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ating Effects of Core-Self Evalu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b-Seek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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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university students' job seeking stres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crease, the importance of variable research that can be applied 
to both concepts. However, recent studies researchers looked at only the influence variables in each concept. So they thought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mployment.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core-self evalu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data of 349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were collected for the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multi-regression modeling. All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were analyzed using with SPSS 21.0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sults showed that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directly. 
Second, core-self evaluation affect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inally,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as moderating effect of 
core-self evaluation in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core-self evaluation in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Based on what has been learned through the analy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n educational system and institutional are 
needed to increase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It can be seen that the recognition of core self-evaluation is effective for the job seeking 
stress. Also,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presented including some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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