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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대학의 창업은 대학이 이룩한 연구와 기술성과를 사회에 환

원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의 개발

을 넘어서 지금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지역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Good et al., 2018; Hayter et al., 2018; Mill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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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 2017; Huang-Saad et al., 2017; Di Gregorio and 

Shane, 2003). 대학창업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정부도 적극적으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을 실행해오고 있다. 국내 대학 창업 지원정책은 2000년대에

는 중점적으로 추진된 산학 협력과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 개혁정책의 일부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2010년대에는 

경제발전과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

로 재정립되었다. 가장 초기에 실시된 지원정책은 2011년 중

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창업선도대학사업으로 대학창업을 촉

진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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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터 교육부가 실시한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에도 창업지원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술창업교육센터 사업은 과학기

술특화대학에 지원되는 창업지원 사업으로 기술기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창업의 중요성이 폭넓게 인식되면서 대학창업 

성과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많은 학술적인 연구가 시

도되었으며, 최근에는 특히 대학을 하나의 창업생태계로서 분

석하며 그 생산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Hayter et al., 2018; Wright et al., 2017; Good et al., 

2018; Miller and Acs, 2017; Huang-Saad et al., 2017; 

Morris et al., 2017). 

이전의 연구들이 대부분의 창업을 촉진하는 일부의 핵심요인

에 초점을 맞춰 그 영향력을 분석해 왔으나, 이는 대학으로부

터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

는 한계점을 가진다(Hayter et al., 2018). 창업생태계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이 가지는 개별적 영향뿐만 아니라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

향에 기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Hayter et 

al., 2018; Wright et al., 2017; Good et al., 2018; Miller 

and Acs, 2017; Huang-Saad et al., 2017; Morris et al., 

2017). 특히,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요인들은 개별적으

로 생태계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이들 변수 간에는 

상호 보완 관계를 가지면서 생태계 생산성에 시너지효과를 가

져 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요인 가운데 

대학의 특허, 창업교육, 창업동아리가 생태계 생산성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과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특허가 

대학창업생태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특허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에 창업교육과 창업

동아리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통해 창업생태계에 존재하는 상

호보완적 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그 동안 다양한 연구를 통해 대학의 창업 생태계 규명을 위

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 특히 대학의 창업교육과 동아리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한 개인 수준의 인식분석

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분석결과에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창업성과와 관련 창업교육과 동아리의 효과를 비교한 일부 연

구에서는 동아리의 효과를 부정하는 반면 (이윤준 외, 2013; 

김선우 외, 2015), 다른 비교연구나 개별 연구들에서는 동아리

가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지하고 있다(김선우·고혁진·이

윤석 2015; 오희화, 2017; 안태욱·이인아, 2017; 박동·김수진·

이종선, 2013).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의 개인적 수준 또는 

객관성이 낮은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엄격한 기

준을 통해 취합하는 대학수준의 신뢰도 높은 통계데이터를 활

용하였다. 이는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창업교

육과 동아리가 가지는 서로 다른 영향력을 분석하여 대학창업

생태계의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과 국가 경제발전

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1. 선행연구 검토

일반적으로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는 대학의 안정된 환경 속

에서 실전경험을 통한 창업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 청년창업

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졸업 후 취업하는 경우에

도 경영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향상시키며, 일에 대

한 창의적 사고와 함께 진취적인 자세를 배양하여 뛰어난 기업

인재로 변화 시킬 수 있다.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

원과 같은 제도적 기반 이외에 창업동아리 활동은 창업 및 기

업운영에 필요한 경영 역량 및 관련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게 

함으로써 벤처창업의 실패 확률을 낮추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박동, 2013).

정부가 실시한 대학의 창업지원 정책의 성과로 대학에 다양

한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활동이 확대되어 왔으며 그 영향력

에 대한 실증연구는 주로 참가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인수준의 

인식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의 흐름은 일관성이 결여된 상충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창업교육과 동아리의 효과를 비교하며, 창업동아리의 

영향력에 관한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 먼저, 창

업교육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과 대학원생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윤준 외(2013)의 연구는 참가자가 고려하

고 있는 창업 시기에 관한 질문을 통한 분석결과로 창업교육이 

유의한 값을 보이며 취업 후에 창업 의사가 높음을 알 수 있으

나, 창업동아리가 가지는 유의성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음으로 김선우 외(2015)의 연구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 대학

생 9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창업교육과 창업동

아리 모두가 대학의 기업가정신 수준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창업교육이 창업동아리 보다 커다

란 한계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는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영향력에 서로 상이하며 

일관성이 부족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창업교육과 동아리의 효과를 비교 연구하여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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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모두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 

김선우·고혁진·이윤석(2015)은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공계 학과의 창업교육이 가지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창업선

도대학과 LINC사업대학(4년제 대학)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특

성화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생 950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강좌와 창업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

로 창업강좌가 창업 동아리에 비해 커다란 한계효과를 가진다

고 주장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강좌는 창업동아

리 보다 기업가정신에 더 큰 영향을 가지며, 이는 창업강좌는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교과인 만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

육이 실시되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창업활동에 대한 대학내 

제도적 지원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

를 지적하며, 향후 창업강좌-창업경진대회-창업동아리-창업사

업화가 면밀히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 하다고 주장하

였다.

셋째, 창업동아리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긍정적효과

를 밝히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먼저 오희화(2017)는 창업동

아리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유형을 Q방법론을 

활용해 확인한 결과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유형은 창업

신중형, 창업적극형, 창업소극형으로 구분되었다. 연구대상자 

34명중 44.1%인 15명이 창업신중형으로 대학생들이 창업동아

리 활동을 하며 꿈을 키우지만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매우 신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개인 유형별 특성에 

부합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안태욱·이인아(2017)는 대학창업동아리 활동이 참

가자의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가지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생 393명을 설문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정방정

식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멘토링은 자기효능

감과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에 반해 창업동아리 활동은 실질적인 창업의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청년창업

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려면 창업동아리활동을 더욱 실

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박동 외(2013)는 집합적 창조성의 관점에서 창

업동아리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대학생 900명을 대

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중로지스틱 분석을 통한 결

과 창업동아리활동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창업을 계

획 할 확률이 1.5배 높다는 것을 제시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연구의 세 가지 흐름은 창업교육과 동아리

가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일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동아리 활동에서의 참가자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넘어서 대학 수준의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업

생태계적 차원에서 창업교육과 동아리가 실제 대학 창업에 어

떠한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영향력을 분석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가.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 창업생태계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주요 구성

요소로서 특허, 창업교육, 창업동아리에 주목하며, 세가지 요인

이 생산성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과 함께, 구성요소 간 상호

작용을 이론화하기 위해서 특허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창

업교육과 창업동아리가 가지는 보완적 조절 효과를 가설로 제

시하고자 한다 (Fig. 1).

Fig. 1 Research model

나. 특허와 대학창업생태계의 생산성

기술특허는 대학창업생태계 구성요소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자원으로 상업적 가치를 가진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기

술특허는 창업활동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다. 대학에 존재하는 

자원에는 인적 자원, 기술, 시설, 자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대

학의 자원이 결합되어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홍성민, 

2008). 고전적인 혁신이론인 기술추진 혁신모델(Technology- 

push model)과 시장유인 혁신모델(Market-pull model)의 논

의가 제시하듯이, 기술추진 혁신모델은 과학과 기술의 연구성

과는 혁신의 방향성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와 상업화로 연계되는 선형적(Linear) 

혁신과정을 제시하고 있다(Nemet, 2009). 대학의 특허는 기술

추진 혁신모델의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며 창업을 촉진하는 창

업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대학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등록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소유

권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암묵적으로 형성된 기술역량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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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형태로 전환하여 협상과 합법적인 권리이전을 가능케 

한다(Lee, 2014; Lockett and Wright, 2005; Powers and 

McDougall, 2005). 비록 특허등록이 연구성과가 가지는 시장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하거나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

만, 특허는 잠재적인 창업자가 대학 발명과 연구실적이 가지는 

사업적 기회를 발견 할 수 있도록 명시화하는 동시에 이를 기

반으로 창업을 시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근간을 만들어 준

다(Powers and McDougall, 2005).

김용정·신서원(2016)의 연구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정

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대학의 특허발명자(교수) 322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학의 특허등록과 기술이전 경험이 창

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대학발명자

의 특허등록과 기술이전의 경험이 기술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

을 가지며, 나아가 특허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권리행사 가능

성 등이 특허가 가지는 활용성을 높이면서 기술창업의 가능성

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대학이 가지는 특허는 대학의 연구 및 기술적 역량과 함께 

산업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원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학창업생

태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

학 내 특허가 많을수록 이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의 가능성이 높

아지며 창업생태계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이다.

가설 1: 특허는 대학창업생태계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이다. 

다. 창업교육과 대학창업생태계의 생산성

창업교육은 대학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창업교육의 우수성과 기회는 생태계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학의 창업교육은 창업에 관련한 지

식과 기능을 전달하고 창업에 대한 태도를 전환하여 새로운 기

업을 적극적으로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된다(Morris et al., 2017; Nabi et al., 2017; 

Kirkwood et al., 2014; Duval-Couetil, 2013; Peterman 

and Kennedy, 2003 김주미·오상훈·양재경, 2007; 황보윤·양

영석, 2012; 이재석·이상명, 2015; 임승재, 2018). 

성공적인 창업교육은 창업에 관련한 실무적인 지식을 전달하

는 것은 물론이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비즈

니스 기회를 발견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창업의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Morris et al., 2017; Nabi et al., 2017; 

Kirkwood et al., 2014; Duval-Couetil, 2013; Peterman 

and Kennedy, 2003). 한편, 성공적인 창업 교육은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 후에 곧바로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에 고용되

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업무에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

록 하는 효과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창업을 할 수 있

는 잠재적 창업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대학의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은 기업가정신의 함양, 사업

아이템의 발굴과 개발, 비즈니스모델의 분석과 개발, 시장 조

사,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조달 등의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 및 실무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창업교육은 

학생들에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폭넓은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

공 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 사이에 소속감

을 높여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 나아가, 성공적

인 수업은 직접적인 멘토링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비전을 제시 할 수 있게 된다(설병문 외 

2014). 

창업교육의 품질과 학생들의 실제적인 창업의도에는 깊은 상

관관계가 형성된다. 창업교육에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

증연구는 수강생이 인식하는 창업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창업기회의 발견과 인식능력을 강화시킨다는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박재환·김용태, 2009). 한편, 성공적인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능동적으

로 자신의 능력을 발견 하도 유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창의적이고 유연 하게 현실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인재를 양

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하규수·서란숙, 2009). 창업교육은 

대학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성공적인 교육 프

로그램은 학생들의 창업지식과 태도를 향상시키며 실무적인 

역량과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창업을 활

성화시켜 생태계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가설 2: 창업교육은 대학창업생태계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가질 것이다. 

라. 창업동아리와 대학창업생태계의 생산성

창업동아리란 비공식적으로 학위과정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

식과 기능을 학습하고 공유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새로

운 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ittaway et al., 

2015; Pittaway et al., 2010). 창업동아리는 창업교육과 유사

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창업교육이 이론적

인 아이디어나 일반적인 창업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

는 반면에 창업동아리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우거나 스스로 

학습한 창업지식과 기능을 실제적으로 응용하고 실행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차이점이다(Morris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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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동아리는 창업교육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창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강화시키고, 자신이 관심을 가진 사업분야에서 

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다. 창업동아리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선배 창

업가의 설명회, 외부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창업아이디어 경진

대회, 세미나와 설명회 등이 전개 된다(Pittaway et al., 

2010). 창업동아리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해 나아가는 과정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험적 학습

(Experiential learning)을 촉진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암묵적

인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Pittaway et al., 

2010). 

창업동아리가 가지는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는 비교적 안전

한 환경 속에서 일정한 대학의 지원을 받으며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모의실험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특히, 모의창업 활

동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수와 실패, 나아가 위기를 경험하면서 

실무적이고도 직접적인 지식을 획득 할 수 있다. 실패의 경험

은 실패의 원인과 향후 해결책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가능

케 하는 중요한 경험으로 교실안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무

엇보다도 소중한 경험을 제공 한다(Pittaway et al., 2010). 동

아리 활동은 외부의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과의 인적인 네

트워크 형성의 계기를 만들어주며 향후 출범시킬 기업의 잠재

적인 구매자나 공급업자 등과도 친분과 인맥을 구축하게 한다.

대학의 창업동아리는 교실 안 교육과는 차별화되는 실제적이

고 직접적인 경험학습을 가능케 하면서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 (Pittaway et al., 2010; 안

태욱·이인아, 2017). 따라서 대학에서 전개 되는 적극적인 창

업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창업을 촉진하며 창업생태계 전체

의 성과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가설 3: 창업동아리는 대학창업생태계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이다. 

마. 창업교육의 보완적 조절효과

대학 창업생태계에서 특허와 같은 기술역량은 창업을 이끄는 

굳건한 기초를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추상적인 아이디어와 

미숙한 상태의 발명에서 획득된 특허가 신상품이나 서비스로 

변화되어 시장에서 상품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업으로 

연계되기까지는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요소들과 복잡한 상호작

용을 거치게 되며, 상호작용의 유형과 그 폭에 따라서 창업활

동의 전개 정도에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Hayter 

et al., 2018; Wright et al., 2017; Good et al., 2018; Miller 

and Acs, 2017; Huang-Saad et al., 2017; Morris et al., 

2017). 생태계의 형성과 변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상호작용 가

운데 구성요소간의 상호보완적 (Complimentary) 관계는 대학

창업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성장원동력으로 작용한다(Jacobides 

et al., 2018; Takeishi and Lee, 2005; Iansti and Levien, 

2004). 성공적인 창업교육은 대학 내 특허가 창업으로 연계되

는 과정을 촉진하고 강화시키는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

다. 성공적인 창업교육은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지식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을 향상 시키고 

태도를 바꿔 놓으면서 대학 전체의 창업에 대한 가능성을 올리

게 된다. 창업교육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사업기회를 

탐색하도록 자극되어지며, 이는 대학 내에 축적된 기술과 발명

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학내에 특허로 축적된 

기술자산은 창업을 위한 새로운 발견과 사업 아이디어 형성의 

근간이 되며, 특허 기반 창업을 가속시키며 대학 창업생태계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창업교육은 대학 내 기술

특허가 생태계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키

는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4: 창업교육은 특허가 대학창업생태계의 생산성에 미치

는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바. 창업동아리의 보완적 조절효과

성공적인 창업동아리는 창업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참가자

들의 창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올리며, 특히 학생들이 직접

적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해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안전한 

환경과 지원 속에서 체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험적 학습

을 촉진하고 문제해결의 실무적 지식을 습득 할 수 있게 한다

(Pittaway et al., 2010). 창업동아리는 외부 네트워킹과 창업

경진대화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경험케 하면서 학생들의 사업 

아이디어 탐색과 사업기회 발견을 촉진하게 된다. 동아리 활동

에서 발생하는 실수와 실패는 깊이 있는 반성과 함께 미래의 

시행착오를 줄이며 성공의 확률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대학 내부에 특허로 축적되어 있는 기술과 발명은 창업동아

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깊이 있게 탐구 할 수 있는 기술자

산이 된다. 창업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관심 영역별로 대학 

내 형성된 기술역량과 발명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회를 형성 할 수 있다. 나아가 잠재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학교 지원을 받아가며 현실에 가

까운 형태로 창업의 과정을 진행하며, 적용가능한 지식과 기능

을 배우는 경험적 학습을 제공 할 수 있다. 창업동아리의 수와 

다양성이 커질수록 학생들의 탐색활동의 범위는 확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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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잠재적인 기술특허의 사업화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창업동아리는 특허가 대학창업생태계 생산

성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조절효

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5: 창업동아리는 특허가 대학창업생태계의 생산성에 미

치는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과 연구모형

가. 자료수집

본 연구의 통계자료는 대학정보공시센터의 대학알리미 사이

트 (http://www.academyinfo.go.kr/)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대학알리미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한국 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연계된 대학관련 통

계자료의 포털 사이트로 대학의 운영과 성과에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한국연구 재단에서는 산학협력백

서를 발행하기 위한 대학별 설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통계자료는 산학협력과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275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최소한 1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며 분석에 필요한 전체 데이

터를 제공하고 있는 136개 대학을 선별하여 표본을 구축하였

다. 대학의 연구와 기술실적을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

에 명확하고 체계적인 특허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

허관리 제도가 확립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에는 창업활동

을 지원하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Mowery et 

al., 2001).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특허를 소유한 대학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나. 변수 설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대학창업생태계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학생창업 수를 투입하였다. 대학 구성원으로서 교수와 학생 등

이 창업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학생창업에 초

점을 두고 생태계의 생산성을 측정하였다. 

설명변수로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된 특허 수를 투입

하였다. 창업교육은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창업강좌 수를 투

입하였으며, 교육부에서 창업강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커리큘

럼 명칭에 기업가 정신, 사업계획서, 지적자산, 비즈니스 모델, 

벤처 창업과 같은 핵심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동아리는 대학 내 등록된 창업동아리 수를 투입하였고, 정

식으로 등록된 동아리로서 학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임교

수를 지도교수로 선정되어야 하며, 경진대회를 포함하는 일정한 

수준의 대내외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연구모델의 핵심변수와 함께 본 연구는 통

계분석의 통제변수로서 수도권대학과 국립대학의 두 가지 조

건을 더미변수로 투입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분석을 위하여 부분최소제곱

모형 (Partial Least Square-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PLS-SEM)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분최소제곱

모형을 분석하는 SmartPLS (2.0)이 가지는 가장 커다란 장점

은 100개 이하의 적은 수의 표본으로도 높은 신뢰도를 가진 

통계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매개 분석과 조절분석과 같은 

복잡한 구조모형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

램이다(신건권, 2018; Hair et al., 2012). 한편, 다른 구조방

정식 분석 프로그램들과 달리 모형적합도(Model-fit)을 산출하

지 못하는 한계1)를 가진다(신건권, 2018). 

상관관계분석은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즉 상호관련성의 정

도와 방향성을 보여주며(Table 1), 본 연구의 모든 설명변수들

은 종속변수인 대학창업생태계의 생산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면서 가설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설 검증은 먼저 대학창업생태계 생산성에 대한 구성요소의 

개별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Table 2). 분석결과는 가설 1에

서 예측한 특허가 대학창업생태계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가질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β = .291, p < 

.001). 이는 특허가 대학의 핵심적인 기술자산으로서 창업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기존연구를 확인한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1. 수도권   0.34   0.47

2. 국립대학   0.24   0.43 -0.21*

3. 특허 494.59 966.76  0.21* 0.27**

4. 창업교육  17.97  17.44  0.02 -0.10 0.21*

5. 창업동아리  22.94  23.61 -0.14 -0.01 0.09 0.35**

6. 생산성   5.15   5.02  0.18*  0.00 0.40** 0.42** 0.43**

*p<0.05, **p<0.01

1) PLS-SEM의 적용가능한 적합도 지수가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태로 

구조모델 평가를 위한 별도의 대안적 평가 기준으로 VIF,   ,

와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을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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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가설 2의 창업교육이 대학창업생태계 생산성 향상

에 긍정적 영향을 가질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β = 

.236, p < .01). 이러한 결과는 수업을 통해 창업에 관한 정보

와 지식을 확신시키는 것이 대학 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설을 확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의 창업동아리는 대

학창업생태계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β = .341, p < .001).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창업동아리의 긍정적 영향력을 확인해 줄 뿐

만 아니라, 창업교육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기존의 설문지를 통한 인식조사에서의 연구 결과와 결

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창업동아리가 대학 내 창업

활동을 촉진 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도 매우 강한 요인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구성요소의 개별효과와 함께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업교육과 동아리가 가지는 조절 효과를 분

석하였다(Table 3). 가설 4는 창업교육은 특허가 생태계 생산

성에 미치는 효과를 더욱 높이며 영향력을 강화 할 것으로 예

측하였으나, 분석결과 가설은 기각되었다(β = .110, n.s.) 

(Figure 1). 가설 4에서는 창업동아리가 특허가 생태계 생산성

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보완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분석결과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β = .169, p < .05).

특허가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창업교육과 동아리의 조절효과

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

고 있다. 먼저 특허와 동아리는 상호보완 관계로 활발한 창업

동아리 활동이 대학의 지식자산의 활용을 촉진시켜 창업의 확

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Table 3 Control effect analysis

조절 효과

Path 

Coefficient

T-statistics

(P-value)

Path 

Coefficient

T-statistics

(P-value)

1. 수도권 0.172*
2.116

(0.034)
0.136

1.698

(0.091)

2. 국립대학 0.001
0.013

(0.990)
-0.005

0.072

(0.942)

3. 특허 0.223*
2.360

(0.018)
0.326**

3.132

(0.002)

4. 창업교육 0.240**
2.895

(0.004)
0.226**

2.891

(0.004)

5. 창업동아리 0.342***
4.684

(0.000)
0.320***

4.161

(0.000)

6. 특허 × 창업교육 0.110
1.129

(0.259)

7. 특허 × 창업동아리 0.169*
2.018

(0.044)

R2 0.397 0.415
*p<0.05, **p<0.01, ***p<0.001

또한 창업교육과 동아리의 조절효과의 비교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비교 할 때 매우 차별화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

서 본 논문에서 실시한 직접효과의 비교 분석에서도 창업동아

리가 보다 높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조절 효

과의 분석에서도 이와 같이 창업동아리가 보다 큰 영향력을 보

임에 따라 대학 창업생태계의 설계에 있어 동아리 활동의 위상

을 새로이 정립하여 지원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Table 2 Analyze individual effects

개별 효과 통합 효과

Path

Coefficient

T- statistics

(P-value)

Path

Coefficient

T-statistics

(P-value)

Path

Coefficient

T-statistics

(P-value)

Path 

Coefficient

T-statistics

(P-value)

1. 수도권 0.075
0.858

(0.391)
0.191*

2.296

(0.022)
0.255**

3.204

(0.001)
0.159*

2.029

(0.042)

2. 국립대학 -0.088
1.263

(0.207)
0.088

1.443

(0.149)
0.065

1.005

(0.315)
-0.010

0.172

(0.864)

3. 특허 0.408***
4.248

(0.000)
0.291***

3.886

(0.000)

4. 창업교육 0.424***
5.114

(0.000)
0.236**

2.999

(0.003)

5. 창업 동아리 0.463***
5.573

(0.000)
0.341***

4.608

(0.000)

R2 0.176 0.211 0.244 0.389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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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학을 구분

하여 통제하였으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서 생태계 생산

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대학

의 학생창업 촉진역량에 있어 지역 간 격차를 나타낸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학 창업생태계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개별적인 영향력의 차이와 함께 서로 다른 요

소간의 상호작용이 가져 올 수 있는 상승효과에 대한 중요한 

함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 내 창업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을 고려 할 때 창업

생태계 분석은 기존의 핵심요소의 개별적 분석을 넘어 핵심요

소 간 상호작용을 개념화하고 그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켜 

줄 수 있다 (Hayter et al., 2018; Wright et al., 2017; Good 

et al., 2018; Miller and Acs, 2017; Huang-Saad et al., 

2017; Morris et al., 2017). 본 연구는 특허와 창업동아리 사

이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동아

리 활동을 설계, 지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은 대학 내 특

허 및 지식자산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여줌으로서 창업

활동이 보다 강하게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에서 출

원되는 다양한 특허 가운데 학내 동아리 활동과 관련한 영역의 

특허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고 폭넓게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기존연구에서 창업생태계의 핵심요인으로서 창업

교육과 동아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참가자를 대상으

로 하는 설문방식의 인식조사는 서로 상충되거나 일관성이 결

여되어 커다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이윤준 외, 2013; 김선

우 외, 2015; 김선우 외 2015; 오희화, 2017; 안태욱·이인아, 

2017; 박동·김수진·이종선, 2013).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조사한 높은 신뢰수준

의 대학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의 영

향력을 상호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가 모두가 생태계의 핵심요소로서 생산성에 유효한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존 연구와 

달리 창업동아리가 창업교육보다 직접적이고 더욱 강한 영향

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는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바꿔 

줌으로써 창업역량 (Entrepreneurship competences)을 향상

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Gümüsay and Bohné, 2018). 하

지만, 창업강좌가 강의실에서 비교적 이론적인 교육을 실시하

는 것과 달리 동아리 활동은 보다 직접적이면서도 경험적인 학

습의 누적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창업동아

리는 같은 영역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실무자의 지도

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도 실제 창업에 가장 유사한 체

험을 통해 경험적 학습을 가능케 한다. 창업동아리에 참여하는 

것은 창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창업에 대한 선행적 경험

을 쌓으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창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창업의 위험성을 분산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창

업동아리활동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가지는 중요성을 경험적으

로 학습하고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정차근. 2013). 본 연구의 결과로 동아리가 가지는 이

러한 특성이 실제창업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요소가 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대학 내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 동아리를 창업에 준하

는 조직으로 인식하고 대학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적

극적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론적 분석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몇몇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학생

의 창업성과를 기반으로 창업생태계의 생산성을 측정한 결과는 

교원이 실시하는 창업활동과 다른 요인이 작용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모델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창업생태계는 폐쇄적이고 고립된 섬이 아니라 지역과 국

가적 차원의 혁신시스템과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개방된 시

스템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 네트워크와 정부정책 

및 정부의 혁신 시스템과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창업생태계에 관한 계량적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하는 정책 제안들이 지속적으로 모일 때 한국형 

대학창업생태계의 특성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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