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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전환되면서 정보사

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개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도산으로 현 직장에 대한 고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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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재취업 교육생

187명을 대상으로 2017년 5월 15일부터 2017년 7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22.0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다중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 

창업의지에 대한 기술통계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IT창업교육과 창업의지와의 관련성은 모두 정적(+) 상

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은 하위요인인 교육내용과 강사 및 교육시설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구성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T

창업교육에 대한 학습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

육을 통하여 창업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s of IT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will to start a 

new business by reemployment trainees. A survey was carried out on 187 reemployment trainees from 

May 15, 2017 until July 15, 2017. The SPSS 22.0 Program was utilized as the analysis method, and a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Research showed that statistics for IT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will to start a 

new business by reemployment trainees was higher than the overall average, a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T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Willingness. Reemployment trainees' IT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ub factor Entrepreneurship Willingness, 

bu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ub factors such as education content, lecturer, and education

facilities. This research is considered to be essential baseline data for manag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that increases reemployment trainees' Entrepreneurship Willingness through IT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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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청 2017년 자

료에 의하면 2017년 취업자는 2,655만 명이며 15~64

세 고용률은 66.6%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자 1,028천 

명 중 청년층 실업률은 9.9%를 차지하고 있다[1].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실직자와 청년층의 재취업 대상자

로부터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

IT창업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업교육

이란 미래의 새로운 직업교육 문화를 만드는 방안으로 

기업가정신과 열정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능력을 개

발하는 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3, 4]. 또한, 창업교

육의 목적은 예비창업자 발굴과 창업 저변 확대 및 기

업가정신 함양, 창업성공률 제고라고 발표하였다[5]. 

한편, IT창업교육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에서의 창업교육 만족도는 창업교육의 내용과 교

육방법 및 교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설명하고 있다[6, 7]. 이러한 결과는 재취업교육생 

중에서의 IT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IT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창업의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업교육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혁신성과 진취성

이 높을수록 창업교육의 창업의지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지고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기업가적 가정환경이 

존재할 때 창업교육의 창업의지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

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8]. 이러한 결과들은 IT창업교

육의 목표로써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IT창업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창업의지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IT창

업교육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

인되었다. 따라서 재취업교육생의 IT 교과과정과 창업

의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이루어지

고 있는 IT창업교육의 선행연구들은 대학교 재학생들

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재취업 

교육생을 대상으로 IT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재취

업 교육생들의 IT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향상시

킬 수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재취업 교육생을 대상으로 국가지원 

무상 IT창업교육 만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의 교육내용이 창

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의 강사가 창업의

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의 교육시설이 창

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의 학습구성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7년 5월 15일부터 2017년 7월 15일

까지 ○○시 재취업 교육생 1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

였다. 설문지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와 작

성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Cohen의 표본 

추출 공식에 따라 검정력 분석 프로그램인 G*Power 

3.1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은 5% 유의 수준의 95% 

검정력과 효과 크기는 중간지수 0.15로 지정하였다. 최

소 표본 수는 148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연구 자료 총 

187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불성실한 설문지 7부를 제외

한 18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취업 희망직종, IT교육 유무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2.2.2 IT창업교육

IT창업교육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이동욱[9]이 사용

한 창업교육 만족도 측정도구는 교육내용 6문항,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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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항, 교육시설 3문항, 학습구성원 5문항 총 20문항으

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3 창업의지

창업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안승권[10]이 사용한 창

업의지 측정도구를 7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

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4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결과 IT창

업교육의 교육내용 .661, 강사 .608, 교육시설 .692, 

학습구성원 .629, 창업의지 .808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정

도를 넘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이에 대한 신뢰도 분

석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각 영역의 신뢰도

Table 1. Reliability of each area

구분 문항수 Cronbach's 

IT창업교육

교육내용 6 .661

강사 6 .608

교육시설 3 .692

학습구성원 5 .629

창업의지 7 .808

2.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각 연구도구에 

대한 신뢰도 산출은 Cronbach's α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재취업 교육생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재취업 교육생의 IT창

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4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2.4.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과 창

업의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인 IT

창업교육의 하위요인 교육내용, 강사, 교육시설, 학습

구성원이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

림 1]과 같다.

IT창업교육

교육내용

강사

교육시설

학습구성원

창업

의지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4.2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1,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의 교육내용이 

창업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의 강사가 창업

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의 교육시설이 

창업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의 학습구성원

이 창업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재

취업 교육생의 성별은 남자 151명(83.9%), 여자 29명

(16.1%)으로 남자의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

다. 연령은 20대가 159명(88.3%)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21명(11.7%)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대

졸이 143명(79.4%)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이 25명

(13.9%), 대학원 이상이 10명(5.6%)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희망직종은 IT 분야가 110명(61.1%)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이 27명(15.0%), 기타가 11명(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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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 IT 교육 유무에서는 IT 교육 무 169

명(93.9%), IT 교육 유 11명(6.1%) 순으로 IT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인 재취업 교육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2.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구분
전체(N=180)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51 83.9

여자 29 16.1

연령
20대 159 88.3

30대 21 11.7

최종학력

중졸이하 2 1.1

고졸 25 13.9

대졸 143 79.4

대학원이상 10 5.6

취업 희망직종

제조 27 15.0

유통 8 4.4

요식업 8 4.4

교육 6 3.3

IT 110 61.1

부동산 1 .6

숙박 9 5.0

기타 11 6.1

IT교육 유무
IT교육 유 11 6.1

IT교육 무 169 93.9

3.2 재취업 교육생에 대한 기술통계

3.2.1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에 대한 

기술통계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에 대한 측정 변수는 5

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IT창업교육의 하위요인에 대

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교육시설(M=4.1685), 학습구

성원(M=3.8322), 강사(M=3.7396), 교육내용

(M=3.7000) 순으로 교육시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

며,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 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M SD

IT
창
업
교
육

교육내용 180 2.00 5.00 3.7000 .64451

강사 180 2.33 5.00 3.7398 .64469

교육시설 180 2.00 5.00 4.1685 .73276

학습구성원 180 2.00 5.00 3.8322 .66791

표 3.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에 대한 기술통계

Table 3. Technical statistics on IT entrepreneurship 

education of re-employment trainees

3.3 IT창업교육과 창업의지와의 상관관계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과 창업의지와의 관련

성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

와 같다. 

 표 4.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구분
IT창업교육

창업
의지교육내용 강사 교육시설 학습구성원

IT
창
업
교
육

교육내용 1

강사 .736** 1

교육시설 .392** .520** 1

학습구성원 .399** .546** .515** 1

창업의지 .178* .256** .061 .35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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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IT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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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
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유의도)
공차
한계

B
표준
오차

β

창업의
지

상수
1.55
1

.509
3.044(.0
03)

교육
내용

-.02
3

.159 -.014
-.142(.8
87)

.458

강사 .268 .180 .172
1.495(.1
37)

.361

교육
시설

-.30
1

.117 -.219
-2.561(.
011*)

.653

학습구
성원

.573 .131 .381
4.366(.0
00***)

.628

R2=.164, 수정된 R2=.145

F=8.560, P=.000, Durbin-Watson=2.111

*p<.05, **p<.01, ***p<.001

표 5. IT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effect of IT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willingness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의지에 대한 IT창업교육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값이 .164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16.4%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2.111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

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8.560, p<.000)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IT창업교육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가설1의 교육내용(β=-.014, p<.887)은 창업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

각되었다.

둘째, 가설2의 강사(β=.172, p<.137)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각되었다.

셋째, 가설3의 교육시설(β=-.219, p<.011)은 창업

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각되

었다.

넷째, 가설4의 학습구성원(β=.381, p<.000)은 창업

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채택되

었다. 

이와 같이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의 하위요인인 

학습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진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

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 대한 그래프를 비교하면, IT창

업교육의 하위요인인 교육내용, 강사, 교육시설과 창업

의지와의 관계의 기울기보다 학습구성원과 창업의지와

의 관계에서 기울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학습구

성원의 관계가 높을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

교육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 대한 그래프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교육내용과 창업의지 강사와 창업의지

교육시설과 창업의지 학습구성원과 창업의지

그림 2. IT창업교육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Fig. 2. Relationship between IT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willingness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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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써 

IT창업교육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1의 교육내용(β=-.014, p<.887)은 창업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가설2의 강사(β=.172, p<.137)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가설3의 교육시설(β=-.219, p<.011)은 창업

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가설4의 학습구성원(β=.381, p<.000)은 창업

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

의 하위요인인 학습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창업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의 하위요인인 학습구

성원의 만족도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IT창업교육의 하위요인인 교육내

용, 강사, 교육시설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의 관계에서 창업교육 수강과 교육만족도가 창업의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으며,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11]

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재취업 교육생의 IT창

업교육이 학습구성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창업

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의 학습구성원 만족도

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취업 교육생이 IT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창업교

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재취업 교육생의 IT창업교육과 관련하여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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