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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대학의 사명은 차세대 국가를 책임질 청년들을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 대학의 역

할은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기존의 주입식교육과 취업중심의 대학 교육 콘텐츠와 교육 방법론에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

된다. 높은 청년 실업률 속에서 기존 조직을 혁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창업교육이 대학에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는 대학 창업교육의 효과를 창업분야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 그럼으로 창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효과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을 통한 역량 함양이 사회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실증분석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16년 8월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별 5개 대학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을 수강

한 대학생 393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된 협업적의사소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기업

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창업교육에 의한 협업적 의사소통능력, 창의적문제해결능

력, 효율적 업무행동능력은 진로준비행동에는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협업적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긍정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대학 창업교육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효과성을 검증 하였다. 즉,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역량 

중심의 양적 확대보다는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을 고취・함양시킴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증명하였다. 또한 매개변수(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는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변수라는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그리고 창업교육의 창의성 역량에 대한 보완과 체계를 잡아 진로준비행동에도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개선 될 필

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창업교육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지표 개발도 시급하다. 따라서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진로준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있는 시사점과 함께 향후 창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주제어: 창업교육, 창의성 역량,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Ⅰ. 서론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

대에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는 매우 중요하다. 스위스 세계경

제 포럼에서는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대학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학생들이 배우고 함

양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대학 교육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되

돌아 볼  필요 있다. 대학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정답을 빨리 

찾는 주입식·암기식 교육 중심에서 크게 변화되지 못하였다. 
이제는 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창의적인 인재를 함양하기 위한 교유

콘텐츠와 교수법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도 2013부터 2017년까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이 청년들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범정부 차원

에서 합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 LINC(산학협력선도대

학)사업을 통해 지자체, 지역기업들과 함께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산학협력과 함께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Saeed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대학에서 창업교

육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도전적이고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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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에서 변화와 혁신

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의 구조 속에서 대학이 진정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의 교육과 패

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대학 교육 콘텐츠와 시스

템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은 힘들

다. 창업교육센터 신설,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창업 강

좌 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최근 몇 년 동안 대학에 급속도

로 양적인 창업교육이 확산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첫째, 청년실업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

고, 경기 회복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창업을 통하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스위스 글로벌 금융그룹(USB)에서 4차 산업혁명 관

련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15개국 710만개의 일자리가 5년 동

안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단순 반복을 하는 업무 475
만개 없어지는 반면 신규 일자리는 210만개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1)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실물경기는 지속적으로 악

화되면서 기업의 보수적인 투자, 신입사원 급감 등으로 고용

창출을 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청년실업은 지속적

으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서 대학의 창업교육을 확산하고 있고 학생창업을 통하여 고

용을 창출하고 실업률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대학의 창업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상과 

일치한다. 과학기술이 보다 빠르게 변화되고 중요해지는 시대

에도 기술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역시 사람이며, 무엇보다 인

재를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은 결코 관가할 수 없다.2) 새로운 

기회발견, 가치창출을 할 수 있고 도전정신을 통해 어려운 상

황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태도와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것이 창업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이다. 
Garavan & O’Cinneide(1994)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개인

이 보다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Samwer Mwasalwiba(2010)의 연구에서 기업가정

신을 함양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 의도,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문희(2016)는 창업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을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창업교육을 통해 혁신

과 창의력을 높이고, 기업, 창업, 협회 활동에 필요한 핵심인

재로써 역량함양과 소양을 키우는데 활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대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

기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주도적인 자세와 자신감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와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기존 선행 연

구들은 대부분 창업의지, 사업성과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주

로 연구하였다(Chen et al., 1998). 
대학 창업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다양한 효과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창업교육을 통하여 대학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효과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Fretschner & Weber(2013)는 최근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 교

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문제 제기하였다. 
정헌배 외 (2016) 창업교육을 통해 진로를 학생창업 뿐만 아

니라 기업에 취업, 창업교육 직종 진출, 정부(지자체)의 창업

지원 업무, 창업지원기관, 창업전문가로 활동이 가능하며 직

접적인 창업 이외 다양한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표 1> 창업학 관련 직업유형3)

유형 창업가
기업
취업

창업교육 정부(관공서 등) 지원기관 전문가

영역

1인기업
창업
기업

대학원
(석,박사)

공무원
(미래부,교육부)

엑셀러
레이터

창업분야
교수

기술창업
벤처
기업

대학
교직원 

창조경제혁신
센터 인큐베이터

창업강사

소상공인
중견
기업

창업교육
센터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

엔젤
투자클럽

Facilitator

프랜
차이즈

대기업
창업보육
센터

(재)청년 
기업가정신재단

벤처캐피탈 창업코치 

지식
서비스 

글로벌
기업

산학
협력단

창조경제타운
코워킹
스페이스

창업멘토

사회적
기업가

교육
회사

초중고
창업

시니어창업스쿨
(지자체)

창업
지원센터

연구자

협동조합
창업

컨설팅
회사

온라인
교육

경제통상진흥원
(지역 도단위)

창업관련 
사단법인 

등 

창업
컨설턴트

그럼으로 본 연구는 대학 창업교육을 통한 역량함양이 사회

진출을 위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의미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대학 창업교육의 다양한 효과를 도

출함으로써 향후 대학에서 확산되고 있는 창업교육의 올바른 

방향성과 함께 대학 진로 교육의 차원에서 정책적 결정에 활

용되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Ⅱ. 이론적 배경

2.1 창업교육의 역량

4차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대한 대학

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창업이라는 아젠다(Agenda)가 

대부분 국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성장, 미래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내수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

되고 있는 경제정책이 창업 활성화이다. Wennekers et 

1) UBS,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ﾠ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BS White Paper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2016.

2) EBS TV '다큐프라임'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대혁명' 내용 발취

3)  정헌배(2016). 토탈창업학, 문영사, p.90 참조 Chapter 4장 ‘창업학과 인생진로’ 안태욱 공동저자가 작성한 내용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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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5)의 연구에서 창업활동은 기본적으로 국가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청년실업율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

다.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의 창업교육 활성화는 정부 중심으로 주도되었다.
특히, LINC(재정지원사업)를 통해 초창기 창업교육과 창업지

원정책 확산시켰으며, LINC+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

와 질적인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대학의 창업교육으로 사회

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래의 인재상을 4가지 핵심능력을 갖춘 인재

를 육성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는 21세기에 미국의 성장고 발전을 

위해서 선진 교육을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2012)에서 

강조한 4Cs 역량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4Cs는 높은 업무

성과, 협업 및 협력능력, 의사소통능력,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

고(문제해결능력)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4Cs 역량의 함양은 

대학 학과 전공교육을 통하여 높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창

업교육에서는 위와 같은 역량과 전문성을 주로 함양시키는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창업교육 프로세스에서 보면 

알수있듯이 대부분 문제정의에서 시작하여, 아이디어를 창출, 
팀 협력활동, 실습, 시제품개발, 문제 해결  솔루션 창출 등 

진행된다. Vygotsky(2004)는 창의성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의 다양한 네트워킹, 사회적 과정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

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개인 내면에 의한 정신적 활동만으

로 발휘 되는게 아니라고 하였다.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되는 역량에서 Piascik(2015)은 의사소

통능력을 강조하였다.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은 가족 뿐만 아

니라 비즈니스, 모든 삶의 요소에서 성공을 위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하였다. Lippl(2013) 연구에서도 역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직장생활에서도 

Baird & Stull(1992)의 연구에서 밝히듯이 의사소통역량 함양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창업교육에서는 특히 팀빌딩과 팀으로 함께 하는 교육, 프

로젝트 등이 많다. 그 만큼 사회적 관계속에서 혼자 일을 할 

수 없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창업교육을 통

하여 협업을 통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구

성되어있다. 특히 Kift et al.(2010)는 팀워크를 작업에서 중시

하는 협업능력, 그룹으로 작업, 타인과 함께 협력하는 공동프

로젝트에서의 역량을 강조 하였다. 
De Bono(1995)는 기본적인 인간의 생존 본능에서는 혁신과 

창조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Morris et al.(2013)의 연구에서 

창업역량에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주어진 

과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기술, 지식, 가치와 태도, 행동 등이 

창업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교육을 통해서 창업역량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Zhao et al., 2005). 변영조 외

(2014)의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의 창의성 역량을 첫째는 

문제해결능력, 둘째는 협력적 의사결정, 마지막으로 효율적 

행동능력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을 

통한 역량 함양에 대한 다양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2 기업가정신

우리는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산업적 구조, 글로벌 

경제 환경이 불투명한 시점에 기업가정신에 주목하고 있다.   
Timmons(1999)는 기업가정신을 부족한 자원속에서도 포기하

지않고 또 다른 기회를 창조하는 행동으로 정의하며, 아무것

도 없는것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도전정신이라고 주장하

였다. Morris & Kuratko(2002)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행동적 접

근법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

수성을 일반적 기업가정신의 대표적인 핵심 요인으로 구성하

였다. 또한 기업가정신이 심리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성장을 위

해 위험감수하려는 행동, 진취적이며 혁신적인 행동이라고 하

였다(Hitt et al., 2001). 
Vanevenhoven(2013)는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자신감을 높임으

로 ‘할 수 있다’라는 동기에 대한 부분과 실패를 할 수 있는 

창업에도 도전할 수 있는 마인드를 함양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으로 오늘날 기업가정신의 대표적인 하위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진취성이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

을 의미하는 진취성이다. 무엇보다 자발적인 경쟁과 변화의 

인식을 통해 통찰력을 볼 수 있는데 진취성은 Lumpkin & 
Dess(1996)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시장속에서 적극적으로 경

쟁 의지, 경쟁으로 인한 우수한 성과 도출, 독보적인 경쟁 우

위와 우월적 지위를 갖춰 다른 경쟁업체와 피하지 않고 적극

적 도전하려는 자세’라고 밝혔다. 
둘째, 혁신성이다. 창업가가 혁신을 특별한 도구로 인식하고 

서로 상이한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기회로서 변화를 탐구하

는 수단으로 간주하였다(Morris et al., 2008). 이춘우 (1999)의 

연구에서 혁신성은 조직 차원에서 기술혁신 부분을 강조하고, 
디자인의 중요성, 광고활동과 시장조사를 공격적으로 추진, 
기본적 공정의 혁신, 다양한 접근, 공정 관리 등과 같은 적극

적인 경영관리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위험감수성이다. Hitt et al.(2001)의 연구에서 단순히 

심리적인 측면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취적, 혁신적으로 

행동하려는 행동적 접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또한 

Morris & Lewis(1995)의 연구에서는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개인의 위험감수 성향과 더불어 

사고방식과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

듯 기업가정신을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높은 위험을 감수

해야 하고, 특정한 자원을 투자함과 동시에 몰입하는 전략을 

말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투명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청년들에

게 가장 필요한 기업가정신이 어떤 역할과 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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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기효능감

대학생들이 사회진출함에 있어서 자기자신에 대한 믿음, 확

신, 자신감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 교육에서도 학생들의 자

기자신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양준환(2014)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반복하고, 과업달

성을 위해 실패 또는 성공한 경험들을 통해 인간은 성장한다

고 주장하였다. Zimmerman(2000)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주어

진 상황 속에서 과업에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이라고 설명하였다. 

Bandura (1977)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본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 가지 개념인 자기조절 효능감, 과업도전감, 자신감으

로 지각된 자기효능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Bandura, 1993; Schunk, 1991). 따라서 자신감(self-confidence)
이란 인간이 어떤 일을 하면서 수행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

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 역량에 대한 확실성이고 인지

된 능력에 대한 강도, 믿음으로서 구체화된 수준보다는 자신

에 대한 확신의 강도를 말한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과 확신이며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신념 정도라고 한다. 
구체적인 목표와 도전적인 과업을 선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효능감이 높고(Latham et al., 1991), 반면 가급

적 위험한 상황과 도전을 회피하고, 편리하게 조절 가능하고 

쉬운 과제들만을 선호하려는 사람들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성

향의 경우이다(Bandura, 1977).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과업 달성을 위해서 자기조절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으로 자기-관찰과 자기-판단의 인지과

정으로 무엇보다 자기-반응의 과정을 거쳐 동기과정으로 적절

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효능기대라고 한

다(Bandura, 1986; 1993). 
따라서 창업교육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업을 주며 자기자

신에 믿음과 효능감을 높임으로 능동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

록 가르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창업교육을 통해 자신

에 대한 효능감에 대한 효과가 어떠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과 검증을 하고자 한다.    

2.4 진로준비행동

대학은 차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성숙한 사회인을 육성

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하여 평가요소에  취업률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평가지표로 

강조 되었다. 대학은 본연의 가치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에 의

해 강조되어 기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은 진리에 대한 

탐구와 함께 진로에 대한 탐색과 준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대학생에게 진로준비행동이란 개인이 수립한 미래 진로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 실행뿐만 아니라 진로활동

과 진로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함께 준비하고 개발하는 행동

이다(Moon & Bak, 2013). 
Oh(2014)는 개인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적성, 능력 기타 

조건들을 갖춰서 향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고민하며 체계적

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을 위해

서는 자신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세계에 대한 진로에 

대한 목표달성, 정보수집 활동으로 필요한 기본 방법을 갖추

어야 한다. 이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이며, 진로결정 

이후 결정에 따라 수행해야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윤경(2013)은 진로준비에서 개인이 올바르게 결정한 진로

결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발달 과정이며, 실제적이

며 진로를 위해 구체적인 형태의 준비과정이라고 주장했다

(Phillips & Pazienza, 1988). 정경희·성창수(2016)는 창업교육 

수강 여부에 대한 집단차이에서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들이 

경력준비행동이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창업교육을 통

해 창의성역량,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측면

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

검증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된 협업적 의사소통능

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이 진로준비행

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기

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이 창업

교육의 창의성 역량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어떤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협업적
의사
소통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혁신적
업무
행동
능력

기업가
정신

자기
효능감

진로
준비
행동

H4

H5

H7
H8

H9

H6

H10

H11

창업교육의 역량 

H1

H2

H3

H12

H13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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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설설정

3.2.1 창업교육의 역량과 진로준비행동

대학의 창업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역량이 개발될 것이며 이

러한 역량은 진로준비와 개척활동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 주요한 

핵심요인으로 창의성 역량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대학교육을 통하여 창의적인 인재함양을 위한 시

급한 선결과제는 대학의 교육시스템과 교육 콘텐츠의 혁신이 

다. 기존의 전공 중심 교육체제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

적이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쉽지 않다. 그럼으로 창업교

육을 통한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의성 역량을 높

이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된 

창의성역량이 대학생의 진로측면에서 진로준비행동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 논리적 

근거를 찾고자 한다.
박주연(2013)은 창의성, 대인관계능력과 자기주도학습은 학

생들의 태도, 정서, 지적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진로준

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성심·주석진(2010)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

로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교육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여부에 

대해서 집단 비교를 실시한 결과, 집단의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업교육에서도 대부분 이론중심 보

다는 팀을 형성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체험 중심의 수

업이 많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대인·홍아정(2015)은 

대학생 고학년 363명의 대상으로 일상적 창의성이 높으면 높

을수록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연구

를 검증하였다.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에게 있어서 

협업적 의사소통역량은 진로준비와 진로를 결정하는 합리성 

발달과 관련이 있다. 박진채·홍경자(2004)는 연구에서 가족의

사소통이 진로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유신 외(2015)의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력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

(Heppner et al., 200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양진희·김봉환

(2008)은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문제해결

에 대한 수준정도가 높으면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았다고 

밝혔다. 강혜원·홍계옥(2010)은 문제해결자신감이 높을수록 진

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적 업무행동능력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직접적 관계를 

검증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김일천 외(2004)는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의성을 역량은 혁신과정에서 새로운 아

이디어를 발상, 개발,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데, 조

직차원에서는 혁신적 업무행동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이 진로준비행

동인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교육

의 창의성 역량이 진로준비행동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

와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H1: 협업적의사소통능력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창의적문제해결능력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혁신적업무행동능력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창업교육의 역량과 기업가정신

창업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기업가정신

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Kuratko et al.(1990)의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

는 선행변수를 기업의 내적, 외적인 환경요인으로 제시하였

다. 내적 환경요인은 교호적 기능으로 의사소통 능력(Zahra, 
1991), 유기적인 조직구조(Covin & Slevin, 1988), 참여적 의사

결정요인과 조직통합통제(Covin & Slevin, 1988, Zahar, 1991) 
등으로 나타났다. 외적 환경분석 요인으로 역동성과 불확실성

이라고 주장하였다. Pickle & Abrahamson(1990)은 인간관계능

력, 정신력, 추진력, 의사소통능력, 개인적 역량을 기업가정신

의 영향요인이라고 밝혔다.
김병남·박경선(2015)은 공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안적 해결력(창의적 문제해결)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친

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상황에서 여

러 가지 대안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히 실현가능

성과 해결하는 능력’ 등 한 가지 상황과 어떤 일을 다양한 방

법에서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관계를 파악하려는 연구에서 대학생의 창업 

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문제해결능력에 대해서 정(+)의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문희(2016)는 문제해결력 중심의 교수법을 활용해 전통적 

교육방식에서 벗어난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 함양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한 학습 결과물은 

지식 측면에서는 진로선택 기회,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 등이 

있으며, 태도 측면에서는 책임감, 자신감, 자기인식, 주도성, 
비판적사고, 위험감수, 문제해결력, 창의력 습득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창업교육 수강자가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게 하고, 
피고용자 측면에서 고용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용

인의 입장에서 사업경영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여 사업체 내

의 노사갈등 완화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다(정태화, 1996). 
창업에 대한 다양한 역량들은 기본적으로 후천적으로 함양되

는 경우가 많기에 창업교육으로 창업 의지와 기업가정신을 

높일 수 있다(장대성, 2000). 
윤남수(2012)는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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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검증하였다.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창업교육이 

필요하며 보다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Gardner(1993)의 연구에서 자신감이 충만한 창의적인 사람들

은 성향이 자기도취,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

어 오로지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적응

력은 떨어진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심이 있어서 새

롭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적극적인 모습과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창업교육의 창의적인 역량들이 도전정신과 위험

을 감수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는 기업가정신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의 다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교육을 통해 갖추게 

된 창의성 역량인 협업적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

력,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

설은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H4: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5: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6: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3 창업교육과 자기효능감

창업교육을 통하여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다양한 역량을 강

화 할 수 있다. 창의성은 개인 영역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의 

업무영역에서도 실제로 적용되며 그 능력이 발휘되는 행동적 

특성을 말한다. 창업교육은 지식 향상, 자신감 고취, 자기효능

감 증진과 더불어 창업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높인다(Krueger 
& Brazeal, 1994). 
협업적 의사소통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창업 팀

을 결성하면서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매우 필요적인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사회적 존재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

다. 특히 창업교육을 통하여 정보와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활

동을 하게 된다. 아이디어에 대한 보완, 검토, 대안마련 등 다

양한 협력팀원들의 상호교류와 의사소통을 요구한다. 
Peterman & Kennedy(2003)는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는 중요

한 요인이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였다. 창업교육의 

창의성 역량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중요한 핵심 역량이

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 부분에서 많이 강조되는 문제해결 

능력은 창업교육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으며, 다양한 경험들

이 쌓여서 개인 내면의 자신감과 같은 자기효능감을 높인다. 
김경은(2015)의 연구에서는 예비 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교

육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증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입증하였다. 그리고 학생, 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창의

성 교육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들은 창의성 교육을 통해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였더라도 인

내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 기술, 태도를 교육을 

통해 습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Mathisen & Bronnick, 
2009). 박지회·고장완(2016)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문제

해결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영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 자아강도가 문제 해

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K시와 

J지역에 재직하고 있는 영유아교사 293명이며, 자기효능감과 

자아강도가 문제 해결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검증하였다. 
혁신적 업무행동은 자신의 과업이나 소속집단과 조직의 성

과에 대해 향상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입, 창조, 적용

하는 활동을 말한다. 또한 혁신적으로 진행하는 업무행동은 

개인수준 혁신을 잘 반영되어 포괄하는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다(Janssen, 2000). 
앞서 언급한 다수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협업적 의사소통,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H7: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8: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9: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4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창업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내면 요소인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 과업도전감이 높아진다. 
Greene et al.,(2015)은 기업가정신 교육은 활동 영역(커리큘

럼, 협동 활동, 연구)과 학습이나 주제, 교육자의 성향 등 모

든 것을 포함한 행동들에 대한 결정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제

시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영향으로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개

척하기 위해 준비하는 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며, 도전

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Stumpf et al.(1983)은 이를 일련의 인지적 행동적 활동으로 보

았으며,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 즉, 직장이나 직업에 대한 

정보접근의 행동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우

리나라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진로준비 행동수준을 보

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동선, 2003).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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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로상담이나 교육에서 행동 요소가 지금보다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정서, 사고,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발달 영역

에도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Flum & Blustein, 2000; Loke & 
Latham, 1990).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진로준비 및 결정에서 

필요한 능력과 경험을 제공해주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체화할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에 대해서 자

기효능감의 변수는 직업 관여도와 탐색, 학업 수행과 만족도, 
진로태도, 직업적 정체감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김수지·이정자, 2013). 일반적으로 학생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가치관, 태도, 개인적 성향, 자기효능

감 등이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였다.(이기학·이학주, 2000; 김태석·이기학, 2012). 또

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 자기효능감

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라고 주장하였다(손은령·
손진희, 2005). 다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과 자

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설을 수

립하였다. 

H10: 기업가정신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11: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2.5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창업교육을 통하여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선

행연구와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선행연구도 살펴보았다. 따라서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이 

창업교육의 창의성역량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매개역할과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박재환·김우종(2015)은 중소기

업 창업 CEO를 대상으로 연구한 조사에서 기업가정신은 

CEO의 경력지향성(관리지향, 사업지향)의 하위요인과 기업성

과 사이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남수

(2012)의 연구를 통하여 창업동기와 창업의지 사이에서 기업

가정신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기업가정

신의 매개효과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

이다(Yoon, 2012). 정대용·유봉호(2009)는 시장 정보입수 이용

과 경영성과 사이에 기업가 지향성이 강력한 매개효과를 하

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양준환·첨희(2015)는 한국대학생 

268명, 중국대학생 259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를 검증을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중국대학생의 자

기효능감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사이에 유의한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황상규(2013)는 자기효능

감이 조직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

분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김정식 외(2011)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리더의 코칭과 직무만족 사이에 유의

한 매개변수로서 역할, 리더의 코칭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도 유의한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한주원(2013)은 비서학 전공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정

체감에 대해서 사회적지지 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하

게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세부적으로 진로정체감과 진로

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의미 있는 작용을 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기업가정신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창업교육의 창의성역량과 진로

준비행동 사이에 연구가 된 선행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하지

만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므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을 하고자 한다. 창업교육의 창의성역량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 아래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

와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H12: 기업가정신은 창업교육의 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H12-1: 기업가정신은 창업교육의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H12-2: 기업가정신은 창업교육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H12-3: 기업가정신은 창업교육의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H13: 자기효능감은 창업교육의 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H13-1: 자기효능감은 창업교육의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H13-2: 자기효능감은 창업교육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H13-3: 자기효능감은 창업교육의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Ⅳ. 실증분석

4.1 표본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은 전국에 있는 창업활성화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지역별 5곳 대학교를 선정하여 2016년 9월 6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창업교육을 받은 대학생들

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두 425개 표본을 수집하였

고, 그 중 설문문항에 결측값이 있는 32개 설문 자료를 제외

하고 최종 분석에 393개의 설문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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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문응답자의 기초통계 특성

특성 구분 인원 비율 특성 구분 인원 비율

성별

남 230명 58.5

창업
교육
수강
동기

관심 129명 32.8
여 163명 41.5 학점 134명 34.1
합계 393명 100 추천 44명 11.2

학년

1 40명 10.2 혜택 8명 2
2 98명 24.9 준비 60명 15.3
3 148명 37.7 시간표 18명 4.6
4 107명 27.2 합계 393명 100%

합계 393명 100%
창업
동아
리

경험
있음

219명 55.7

전공

인문계열 43명 10.9
경험 
없음

174명 44.3

상경계열 78명 19.8 합계 393명 100%
공학계열 157명 39.9

향후 
진로
준비

창업 33명 8.4
자연계열 81명 20.6 취업 144명 36.6
기타 34명 8.7 모두 216명 55
합계 393명 100% 합계 393명 100%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4.2.1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설문 항목에 대해 일관성, 안전성, 예

측 가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Cronbach`s ⍺ 계수를 통해 신

뢰도 계수를 알아봄으로써 내적 일관성 검정을 하였다. 통상

적으로 신뢰성에 대한 측정지표 적용기준을 탐색적 연구 분

야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0.6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여겨진

다(Nunnally, 1978). 본 연구에서는 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 

Cronbach 알파 수치 분석 결과 <표 3>과 같다. 

<표 3> 타당성분석과 신뢰성검증

협업적 의사소통능력(.899), 창의적 문제해결능력(.862), 혁신

적 업무행동능력(.852), 기업가정신(.819), 자기효능감(.694), 진

로준비행동(.713) 등으로 6개 변수 모두 0.6 이상으로 수치를 

나타나 타당하였다. 

4.2.2 타당성 분석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은 요인들 

사이 인과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변수들을 동질요인으로 가능

한 최소의 요인으로 묶어 변수를 축소, 단순화 시켜 요인을 

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베리맥스(Varimax)에 의해 실시한 

요인분석방법이다. <표 3>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기본

적으로 고유치 1이상 요인만을 선택하였고, 요인적재량은 일

반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에서 0.4이상 되는 수치만 유의적 기

준으로 판단해 검증하였다. 
또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협업적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문

제해결능력, 혁신적 업무행동능력,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등의 요인을 모두 탐색적 연구를 통해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사회과학분야에서 인정하는 신뢰수준 및 적합

한 과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요인분

석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KMO(Kaiser-Meyer-Olkin)가 

0.926으로 1에 가까웠으며, Bartlett은 0.6 이상일 경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Tabachnick et al., 2001). 각 변수별 관련 개

념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 4>와 같

다.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를 통하여 개념 간의 관련성에 대해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표 4> 개념 간 상관관계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기업가정신
자기
효능감

진로
준비
행동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

1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710***
(.025)

1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707***
(.031)

.783***
(.029)

1

기업가
정신

.502***
(.019)

.561***
(.017)

.457***
(.020)

1

자기
효능감

.380***
(.019)

.415***
(.016)

.366***
(.020)

.682***
(.017)

1

진로준비
행동

.421***
(.022)

.482***
(.020)

.441***
(.025)

.675***
(.021)

.511***
(.020)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대부분의 적합지수가 기준치에 합당

하여 연구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모델의 

모수추정치에 대해서 분석하고 Hair et al. (2006)공식을 통해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를 도출하였으며, 표준화 계

수 1% 이하 수준이므로 유의하고, 개념신뢰도 모두 0.7 이상

을 보이고 있어 잠재변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관측 변수들을 

구분 1 2 3 4 5 6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 

v2 .800 .192 .238 .133 .071 .075
v1 .778 .239 .163 .123 .138 .163
v5 .759 .261 .215 .075 .032 .082
v4 .733 .223 .274 .087 .131 -.042
v3 .731 .278 .190 .215 .087 .068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v11 .233 .761 .184 .046 .139 -.002
v12 .202 .742 .323 .147 .078 .011
v13 .216 .719 .281 .056 .139 .069
v14 .224 .672 .150 .092 .124 .157
v15 .348 .616 .217 .121 -.034 .095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v9 .277 .186 .741 .145 .065 .081
v7 .214 .287 .725 .152 .080 .014
v8 .352 .230 .712 .086 .100 .060
v6 .173 .408 .618 .243 .079 .029
v10 .200 .273 .605 .069 .125 .218

기업
가정
신

위험감수성 v17 .197 .121 .096 .846 .095 .132
혁신성 v16 .175 .130 .153 .727 .257 .216
진취성 v18 .109 .103 .250 .705 .290 .215

진로
준비
행동

진로탐색 v22 .180 .109 .216 .155 .772 .131
정보수집 v21 .011 .056 .289 .279 .743 -.064
체험준비 v23 .120 .182 -.169 .128 .732 .213

자기
효능
감

자신감 v19 .096 .091 .058 .182 .056 .889

자기조절 v20 .106 .098 .187 .319 .235 .698

Eigen Value 3.672 3.284 3.149 2.253 2.055 1.596
% of Variance 15.965 14.279 13.693 9.797 8.935 6.941
Cumulative % 15.965 30.244 43.937 53.733 62.668 69.609

Cronbach의 알파 .899 .852 .862 .819 .713 .694
Kaiser-Meyer-Olkin(KMO) = 0.926
Approximated χ² =4818.460 / 자유도253 / 유의확률.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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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과 같이 분

석하였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다음은 개념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실시하였다. 본 연

구는 언급한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사용한

다. 선행 연구를 통해 Fornell & Larcker(1981)이 제안한 평균

분산추출(AVE) 공식을 계산하기보다는, Hair et al.(2006)이 주

장한 공식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 값을 제시한다는 것이 밝

혀졌다(배병렬,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ir 등의 공식을 사용하였다. 아래 

<표 6>에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는 측정치에 대해서 서

로 평가 분석하였다. 

<표 6> 집중타당도 및 판별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평균분산 추출(AVE)값이 각 개념들 사이의 

상관계수에 대한 제곱값(²)이 기준에 웃도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하였다. 판별 타당도는 AVE에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

(AVE>²)이면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배병렬, 
2009). 
다만,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혁신적 업무행동능력 상관계

수 제곱이 0.613으로 AVE값(0.545)보다 조금 높아 판별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된다.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의 카이제곱 비교 분석표를 통해 제

약모델을 추정하면, (20) = 277.541, 비제약모델을 추정하면 

(21) = 102.432가 얻어졌다. 따라서 두 개념들 간에는 제약

모델과 비제약모델이 자유도 1차이가 날 때 5%의 유의수준에

서 3.84보다 커야하는데, 두 모델의 카이제곱 값의 차이는 Δ

df=1, Δχ2=175.109 이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판별타당도

가 확보되었다. 

4.3 가설검증

4.3.1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의 적합성

/DF, RMR, GFI, AGFI, RMSEA는 연구모형의 절대적인 

모형 적합성 평가지수이다. 본 연구모형 절대적합도로 판단하

였을 때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양호한 수준(/DF = 2.176, 
RMSEA = 0.055)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값 수치 자체의 의미보다는 /df 비율 값이 

5이하일 때 바람직하고, 3 이하일 경우에는 잘 맞는 적합도로 

해석한다(Kline, 2005). 특히 RMSEA는 .05에서 .08사이 범위는 

적절한 수준이며 .05 이하일 경우는 매우 양호 수준이라고 해

석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GFI=0.909, 
RMR=0.027, NFI=0.906, IFI=0.947, TLI=0.936, CFI=0.947 모두 

적합도 0.9 이상에 해당되고 일부 AGFI=0.882, RFI=0.888은 

수치에 상당히 근접되어 있으므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일

반적으로 GFI, AGFI, NFI의 경우 0.8 이상이면 적절하며, 0.9 
이상일 경우 이상적이라 제시된다(Bagozzi & Yi, 1988; 
Bagozzi & Dholakia, 1999). 
본 연구 모형에서 가설 검증하기 위해 잠재적 변수 간 명확

한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L)으로 추정한 결과와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을 이용하여 유의수준을 분석하였다. 

4.3.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직접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아래 

<표 7>과 같다.  독립변수 협업적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1, 2, 3 모두 기각되었다. 
협업적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적 문제행동능력은 기업가정신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가설4, 가설5는 채택되었다. 
반면, 혁신적 행동능력은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않아 가설6은 기각되었다. 그리고 협업적 의사소통능력과 

개념 항목 비표준화 표준화 S.E. C.R. p값
개념
신뢰도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

v5 1.000 .780

0.901
v4 .884 .760 .056 15.856 ***
v3 .911 .802 .054 16.921 ***
v2 .983 .839 .055 17.866 ***
v1 .975 .831 .055 17.665 ***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v10 1.000 .662

0.863
v9 1.219 .763 .094 13.005 ***
v8 1.184 .787 .089 13.321 ***
v7 1.189 .770 .091 13.090 ***
v6 1.112 .751 .087 12.826 ***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v15 1.000 .693

0.856
v14 .893 .671 .074 12.099 ***
v13 .951 .766 .070 13.643 ***
v12 1.025 .807 .072 14.258 ***
v11 .936 .746 .070 13.321 ***

기업가정신

v18 1.000 .791
0.820v17 1.025 .751 .070 14.640 ***

v16 1.177 .786 .077 15.295 ***

자기효능감
v20 1.000 .876

0.736
v19 1.021 .640 .106 9.614 ***

진로준비
행동

v23 1.000 .569
0.738v22 1.016 .795 .102 9.919 ***

v21 1.039 .714 .108 9.621 ***

AVE
협업적
의사소
통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혁신적
업무
행동
능력

기업가
정신

자기
효능감

진로
준비
행동

개념
신뢰도

협업적
의사소통능력

0.645 1 0.901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0.559 .504 1 0.863

혁신적
업무행동능력

0.545 .500 .613 1 0.856

기업가정신 0.602 .252 .314 .208 1 0.820

자기효능감 0.588 .144 .172 .134 .465 1 0.736

진로준비행동 0.489 .177 .232 .194 .456 .261 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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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가설7, 가설8은 채택되었으며, 반면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역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않아 가설9
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은 모두 진로준비행동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나 가설10, 가설11 모

두 채택되었다. 따라서 독립변수가 직접적으로는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간에 매개변수를 

거쳐야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임이 확인되

었다.

<표 7> 구조방정식 분석결과(직접효과)

가설 경로
Regressio
n Weights

Standardize
d

Regression
Weights

S.E. C.R. P 결과

H1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

→
진로준
비행동

-0.018 -0.022 0.077 -0.233 .816 기각

H2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
진로준
비행동

0.055 0.054 0.111 0.501 .616 기각

H3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
진로준
비행동

0.105 0.131 0.088 1.194 .232 기각

H4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

→
기업가
정신

0.233 0.266 0.077 3.009 .003 채택

H5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
기업가
정신

0.462 0.431 0.111 4.17 *** 채택

H6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
기업가
정신

-0.064 -0.076 0.091 -0.708 .479 기각

H7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

→
자기
효능감

0.151 0.181 0.075 1.996 .046 채택

H8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
자기
효능감

0.306 0.3 0.106 2.898 .004 채택

H9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
자기
효능감

-0.017 -0.022 0.089 -0.196 .845 기각

H10
기업가
정신

→
진로준
비행동

0.483 0.507 0.076 6.396 *** 채택

H11
자기
효능감

→
진로준
비행동

0.169 0.168 0.065 2.588 .010 채택

***는 .001 이하 유의수준에서 의한 유의함을 의미함

=461.291, DF=212, p<.001

  

4.3.3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분석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아래 <표8>와 같다. 매개

효과 분석에는 차이검증을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이 일반적 
통계적으로 적합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매개효과 변수인 기업

가정신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 자유도 1차이 나는 모델과 차

이가 없는 두 모델을 비교했을 때, 값이 α=0.05 수준에서 

3.84 이상인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값이 39.283 이상 

차이가 있어 강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표 8> 기업가정신 완전매개모형 검증 

경로 Estimate S.E. C.R. P

H12-1

협업적
의사소통능력->
기업가정신->
진로준비행동

협업적 
의사소통능력->기업가정신

0.225 0.076 2.966 .003

기업가정신->진로준비행동 0.567 0.067 8.422 ***

H12-2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기업가정신->
진로준비행동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기업가정신

0.464 0.109 4.255 ***

기업가정신->진로준비행동 0.567 0.067 8.422 ***

***은 .001 이하 유의수준에서 의한 유의함을 의미함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아래 <표 9>와 같다. 매

개효과 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 자유도 1

차이나는 모델과 차이가 없는 모델을 비교했을 때 값이 α

=0.05 수준에서 3.84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분석 결과, 값이 

6.449 이상 차이가 나타나,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하며 매

개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표 9> 자기효능감 완전매개모형 검증 

경로 Estimate S.E. C.R. P

H13-1

협업적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자기효능감

0.148 0.075 1.968 .049

자기효능감->진로준비행동 0.194 0.063 3.065 .002

H13-2

창의적
문제해결->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자기효능감

0.302 0.105 2.881 .004

자기효능감->진로준비행동 0.194 0.063 3.065 .002

***은 .001 이하 유의수준에서 의한 유의함을 의미함

아래의 <표 10>은 매개효과에 간접효과 분석내용을 정리하

였다.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진로준비행동(기업가정신과 자기

효능감)에 대한 표준화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간접효과

(=.166)가 통계적으로(p=.018) 유의하며 협업적 의사소통능력

과 진로준비행동에서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역

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진로준비행동(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표준화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간접효과(=.269)가 통계적으로

(p=.002) 유의하며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진로준비행동에서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

검증할 수 있었다. 

<표 10> 붓스트래핑을 이용한 간접효과 검증

경로 In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 Two Tailed

Significance

협업적의사소통능력 ->
진로준비행동

.138
(표준화추정치.166)

.018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진로준비행동

.275
(표준화추정치.269)

.002

***은 .001 이하 유의수준에서 의한 유의함을 의미함

아래의 <표 11>는 매개효과에 직, 간접, 총효과 모두를 분석

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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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요약

경로
직접
효과

기업가정신
간접효과

자기효능감
간접효과

총간접
효과

총효과

협업적의사소통능력 
-> 진로준비행동

-
0.135

(0.266×0.507)
0.031

(0.181×0.168)
.166 .166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진로준비행동

-
0.219

(0.431×0.507)
0.051

(0.300×0.168)
.269 .269

***은 .001 이하 유의수준에서 의한 유의함을 의미함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매개효과분석에서는 

가설 12-3, 13-3을 제외한 나머지 가설 12-1, 12-2, 13-1, 13-2 
모두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Ⅴ. 결론

5.1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된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대

학 창업교육을 통한 다양한 효과 부분에 대해 검증하였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창업교육(기업

가정신)의 효과를 창업 영역의 직접적인 창업의지, 기업성과 

등을 중심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Hornsby 
et al., 1993; Kantis et al., 2002)들이 많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으로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도 정(+)의 직접효과, 매개효과(간접)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창업

교육을 통해서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 함양하는 것이 대학생

의 자기주도적인 삶과 자신의 진로 개척을 위해 진로준비행

동에 직・간접적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

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 당장 학생 창업을 하지 않더라

도 대학생활에 있어서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함

양하는 것이 자신의 진로 준비와 행동에 긍정의 영향을 미친

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국 진로준비 측면에서 단순히 

창업교육의 역량에 집중하기 보다는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

감을 고취시키고 높이는 것이 진로준비행동 측면에서 무엇보

다 중요하다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매개변수인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은 창업교육의 효

과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변수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따라서 창업교육의 정책적 측면에서 향후 대학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단순한 창업교육이 아닌 기업가정신 

함양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연계 시스템으로 설계와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창업교육의 콘텐츠 내용 중에서 창의성역량에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 창업교육의 창의성 역량을 개발하여 진로측면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창의성역량에 대한 콘

텐츠 개발하거나 방법론, 교수법 등에 대해서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넷째, 대학 창업교육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

지표 중심으로 학생 창업건수, 매출 등을 평가하기 보다는 진

로준비행동과 같이 다양한 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대학 창업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

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교육의 정성적 효과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질적인 평가 도구, 평가 요소, 평가기

준이 개발 될 필요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과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연구를 하여 의미 있는 결

과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본 연구의 샘플은 전국 지역 5개 대학만을 활용

하였기에 본 연구결과가 전국대학생의 대표한다는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창업교육을 받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

기에 추가적으로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수강생과 비교 분석

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대학의 창업교육이 표준

화된 교육이 아니기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시사하는 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Schramm(2014)의 연구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의 가치를 

측정하는 의미 있는 측정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창업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대학생의 진로준비와 행동 측면에도 

효과가 있음을 일부 확인 하였고, 향후 연구를 통해서 정성적

인 효과를 포함하여 대학 창업교육에 대한 효과를 다양한 각

도에서 측정하고 진단 및 평가 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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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ssion of the university is to grow young people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next generation nation to mature society. In 
particular, the role of universiti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s to foster creative talents. Therefore, innovative changes are 
required for existing infusion education and employment-oriented college education contents and teaching methodology. In the high youth 
unemployment rat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spreading to universities to innovate existing organizations and create new jobs. Until 
now, however, the effects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ve been studied mainly in the field of start-up.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study various effects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is study,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train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who are about to enter the society is verified. The sample of this study was 
surveyed from August, 2016, and the questionnaire was applied to 393 university students who selected 5 universities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bility of communicative communication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cultivated through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ship and self – efficacy, Entrepreneurship and self - 
efficacy had a positive (+)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owever, cooperative communication ability,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effective work behavior ability by entrepreneurship education were not directly related to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the other hand, in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self - efficacy, it proved that mediating role of positive 
communication between collaborative communication ability,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career preparedness 
behaviors.In other words, the university proved the direct effect and the mediating effect that affects positively (+)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by encouraging entrepreneurship and self - efficacy, rather than quantitative extension based on competency. Also, 
the implication of the parameters (entrepreneurship, self - efficacy) as a key variable for the effect and performanc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derived.It also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reativity abilit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so that it can 
have a direct and meaningful influ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irst of all, it is urgent to develop a qualitative evaluation index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order to measure these effects. Therefore,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verify the various implications for 
futur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well as the implications that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indispensable for the preparation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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