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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의 창업지원 모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support model of colleges
김재호

 Jae-Ho Kim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창업인프라와 학생들의 기업가적 역량, 태도, 창업의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일

반대학과는 다른 전문대학의 차별화된 창업교육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첫째, 수

도권 전문대학의 창업 기반을 파악하기 위해 창업진흥원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둘째,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창업의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에 비해 교육기간이 짧기 때문

에 4년제 대학과는 같은 인프라를 갖출 수 없다 따라서 차별화된 인프라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창업의

지는 역량과 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과 창

업동아리와 같은 비교과 과정을 통해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주요어 : 창업인프라, 기업가적역량, 기업가적태도, 창업의도, 전문대학 창업교육

Abstract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foundation infrastructure of college and the entrepreneurial abilities, 
attitude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tudents. This aim is to provide differentiated entrepreneurial education 
methodology of colleges different from general universities. First, in order to grasp the entrepreneurial  
infrastructure of the college, we conducted an interview with the person in charge and evaluated it based on the 
criteria presented at the Foundation Promotion Agency. Secondly,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students of colleges and analyzed entrepreneurial ability, entrepreneurial attitude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 a result,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derived. As colleges have a shorter period than general universities, 
it is impossible to prepare the same infrastructure with 4 year universities, so differentiated infrastructure 
standards should be presented. It is lower than the competence and attitude of the student's foundation. 
Therefore, in the course of education, we must seek methods that can increase the degree of establishment 
through comparative processes such as educational curriculum and founding circle, which are practical and not 
theoretical contents.

Key Words : entrepreneurial infrastructure, entrepreneurial abilities, entrepreneurial attitude, entrepreneurial intentions

Ⅰ. 서 론

최근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은

높은 지식과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혁신

적인 창업의 근본적인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의 경우 실리콘벨리의 성공은 주변의 스탠포드대학

을 빼고는 이야기 할 수 없다. 세계적 기업인 구글의

공동창업자인 세라게이그린과 레리 페이지는 스탠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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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명 개요

Module 1 정규교과 학점이 부여되는 창업 강좌

Module 2 비교과
창업동아리 등 창업 준비

활동

Module 3 창업사업화 창업사업화 지원

Module 4

조직/인력 창업지원 조직 및 인력

공간/장비 창업지원 공간 및 장비

학사제도 창업친화적 학사 제도

창업포털 창업지원 온라인 플랫폼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의기투합하여 창업을 한 경우

이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 창업자인 저커버거 등 스탠

포드대학, 버클리대학 등 유수 대학을 중심으로 우수

인재와 벤처·창업기업이 공존하는 실리콘 밸리를 형성

하여 약 44만개 기업이 창업되어 있으며, 매출액 기준

1억 달러 이상이 595개, 10억 달러 이상이 28개사 등을

이루며 미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1]

영국의 경우, 캠브리지 대학은 산학협력 클러스터의

중추기관인 ‘St. Jonhs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클러스터

를 중심으로 4,300개 지식기반 혁신기업 소재, 기업가치

가 10억 달러 이상인 Unicorn 기업이 14개, 이중 3개사

는 100억 달러를 능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역할은 집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

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교육하여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

부에서도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

면 대학 혹은 대학원을 중심으로 창업에 대한 활성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에서도 창업에 대하여 강조

를 하고 있지만 4년제 대학과 달리 창업지원 및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

문대학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모델을 분석하고 학

생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인식을 조사하여, 전문대학

에서의 효율적인 창업 지원 방법 및 교육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대학의 창업인프라

1. 대학의 창업교육 모듈(Module)

창업교육은 사업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며, 계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창업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것이

다.[2]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시행하

고 있는 등 양적으로는 확산되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이론적 기반이 약하고 표준화, 체계화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창

업진흥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창업교육 모듈을 제시하

여 각 대학의 창업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Module 1 에서는 정규교과에서의 창업 강좌의 양과

수강생의 비율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좌 수는

10개 이상, 수강 학생 수는 전체학생의 10% 이상이 수

강하면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Module 2에서는 대학

의 비교과를 중심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창

업동아리는 16개 이상으로 참여 학생의 비율은 2% 이

상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경진대회는 2건 이상을 제시

하며, 셋째, 캠프 및 특강은 10건 이상 시행하는 것을

만점 기준으로 제시하며 그 외에도 자율특화프로그램

의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Module3 에서는 창업사업화

인프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

한 스카우팅 활동과 엑설러레이터 활동의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스케일업 활동

영역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Module4 에서는 통합형

조직과 5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

며, 동아리활동을 위한 공간의 구체적인 면적 및 장비

까지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모듈4에서는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및 인사제도를 제언하고 있다. 첫째,

학사제도는 창업휴학제, 창업학점교류, 창업(현장)실습,

창업장학금, 창업연계전공, 창업특기생, 창업대체논문

등의 제도이다. 둘째, 창업인사제도는 창업휴겸직, 교원

창업업적평가 반영, 창업중점교원, 창업연구년, 지도학

생창업 업적평가 반영 등의 제도이다. 이 외에도 창업

포털의 운영까지도 창업인프라로 갖출 것을 제언하고

있다.

표 1. 창업교육 모듈

Table 1. Modu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2.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 창업의도

1)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

기업가적 역량(Entrepreneurial Ability)은 개인이 기

업가(Entrepreneur)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다양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3, pp.165-170, August 31, 2018.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67 -

모듈

(Module)

배점 (Scoring) 가중

치

(점)

진단

결과2 4 6 8 10

정규

교과

(20)

강좌

수
2개 5개 7개 10개

11개

이상
10 20

이수

학생

비율

~2%
2%~

4%

4%~

6%

6%~

10%

10%

이상
10 20

비교

과

(25)

동아

리수
3개 6개 10개 15개

16개

이상
5 20

동아

리

참여

학생

비율

0~0.

5%

0.5

%~1

%

1%~

1.5

%

1.5

%~2

%

2%

이상
5 30

경진

대회
1건 2건

2건

이상

+고

도화

5 20

캠프

및

특강

5건 10건

10건

이상

+고

도화

5 20

자율

특화

자율프로

그램 1개

자율프로그

램 2개

자율

3개
5 20

창업

사업

화

(25)

스카

우팅

스카우터

보유 1명

창업

자

발굴

(일

반)

2건

창업

자

발굴

(고

급)

2건

대학

보유

기술

사업

화

2건

10 20

액셀

러

레이

팅

투자설명

회 개최

투자

유치

1건

투자

유치

2건

창업

지원

사업

유치

or

기술

지주

회사

투자

10 60

스케

일업

글로벌시

장진출지

원 1건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2건

기타

특성

화

성과

5 30

지원

인프
조직

전담조직

보유

원스톱

창업상담창

통합

형
5 20

한 선행연구에서창업 역량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개인의 기업가적 역량과 태도를 높인다면 창업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

르면 창업 의지는 개인이 기업가적 행동을 실행하기 위

한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3]

이러한 노력들은 동기 유발적 요인들 또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들인 기업가적 역량,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 등을 필요로 한다

(Diffley, 1982).[4]

일반적으로 태도는 대상, 사람, 기관, 사건에 대해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이며, 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그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인

의 의도가 더 강하다.

2) 창업의도

창업 의도는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존 기업

안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

태를 말하며 창업활동을 밀고나가는 추진력이기도 하

다.[5] 창업의도 활동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흐

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SEE로 알려진

Shapero (1982)의 창업 이벤트 모형(Shapero's model

of entrepreneurial event)이고 다른 하나는 TPB로 불리

는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으로 이 두 가지 주장은 유사한 의도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6] SEE모형은 창업에 대한 개인

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지각된 실현가능성

(perceived feasibility), 지각된 열망(perceived

desirability), 그리고 행동하려는 경향(propensity to

act) 등 세 가지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TPB모형은 의

도의 선행변수로서 행동을 향한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등을 주요요인으로 보고 있

다.[7]

Ⅲ. 실증연구 설계 및 분석

1. 연구배경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창업모듈 및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 창업의도에 대한 분석을 위해 수도권 모 전문

대학을 중심으로 면접과 설문을 실시하였다. 창업모듈

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였으

며,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 창업의도를 파악하기 위하

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10일부터 20일 사이

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5점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창업모듈분석

창업진흥원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 전문

대학의 인프라를 4개의 모듈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창업교육 모듈 분석

Table 2.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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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0)

구 구축 조직

인력
2명이상

전담인력

4명이상

전담인력

5명

이상

+

3년

경력

자

30%

이상

5 20

공간

동아

리방

운영

동아

리방

115.

5m2

이상

창업

준비

실

운영

공동

창업

보육

실

운영

연계

공간

운영

4 16

장비

메이커스

페이스

운영

운영

전문

인력

1명

교육

프로

그램

운영

공동

연구

장비

와

연계

4 24

제도

학사

제도

창업휴학제,

창업학점교류

창업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장학금

창업연계전

공,

창업특기생

창업대체논

문

5 20

2개 3개 4개 5개 6개

인사

제도

창업휴겸직,

교원창업

업적평가 반영

창업중점교원

창업연구년,

지도학생

창업

업적평가

반영

5 20

1개 2개 3개 4개 5개

창업

포털

운영여

부
이력관리연계 2 8

합 계 100 388

이 대학은 총점 1,000점 중 388점으로 평가되었다.

모듈1 및 모듈2에 해당하는 교과목 개설 및 비교과 운

영은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지만, 창업사업화를 위한

시설, 장비, 제도 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성장을 위한 제도는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문대학의 경우 학습기간이 짧기 때문에 학부, 대학원으

로 이어지는 대학과는 다른 환경적 요인이 있음을 나타

낸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 창업의도 분석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조사에는 총 112명이 응답하였으며, 각 문항

별로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하고 유효설을 채택하여 여

분석하였다. 응답자112명 중 남성이 68명으로 60.7%를

차지하며, 여성은 44명으로 39.3%를 차지하고 있다. 응

답자의 나이를 살펴보면 18세부터 26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20세가 이 31명(28.6)으로 제일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19세가 23명(20.5%)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으로 23세 학생들이 13명으로 (11.6%)나타나고 있다.

그 외 24세에서 26세의 나이를 나타내고 있다. 학년을

살펴보면 총 112명의 응답자 중 1학년이 30명(26.8%)이

고 2학년이 82명(73.2%)로 나타나고 있다. 본 설문 대

상에는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

다.

응답자를 전공별로 살펴보면 총 응답자 112명 중

답한 104명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가 69명(61.6%)로 다수

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학계열이 33명 (29.5%)

를 나타내고 있고 소수로 예체능 2명(1.8%)를 나타내

고 있다. 학생들의 창업교육 수강 여부를 분석하면 ‘없

다’는 응답이 82명으로 73,2%를 차지하고 있고, ‘1회 수

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0명으로 26.8%를 차지하고

있다. 2회 이상을 수강했다는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창업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친화적 프로그램 이용에 답한 본 질문

의 응답자 중 대다수인 107명( 95.5%)가 창업친화적 학

사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명

(3.6%)의 응답자만이 창업친화적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

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 결과는 창업모듈 분석

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2) 기업가적 역량 분석

기업가적 역량 분석은 아래의 문항을 을 7점 리커트

척도로 분석하였다.

표 3. 기업가적 역량

Table 3. Entrepreneurial Ability

문항

Q1 나는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Q2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Q3 주위사람들과지속적이고협력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다

Q4 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다.

Q5 아이디어에서새로운기회를만들어내는방법에익숙하다

Q6 나는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본 설문에 대한 통계량을 분석하면 총 응답자는 112

명이고 6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 응답하였

다. 6번 문항에서는 하나의 결측치가 있다. 문항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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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Q1 나의 주변에는 창업준비 및 시작에 풍부한 기회가 있다.

Q2 나는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자 노력한다.

Q3
내가새로운사업을망설이는 이유는 실패에대한 두려움

이다.

Q4 나는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에 따른 위험을 감수한다.

Q5 나는 남들보다 새로운 기회를 먼저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Q6 나는 창업한 선배들을 존경하고 높게 평가한다.

Q7 나는 창업도 훌륭한 진로(혹은 경력)의 하나라고 본다.

Q8 나는공공매체를통해성공적인창업스토리를종종접한다.

Q9 우리 사회는 창업 등 기업가적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Q10
나의 주변의 사람들은 기업가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도는 모든 문항이 .6 이상으로 신뢰의 요건을 갖추었다.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기업가역량 기술통계량

Table 4. Analysis of Entrepreneurial Ability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Q1 112 1 7 4.29 1.190

Q2 112 2 7 4.57 1.113

Q3 112 2 7 4.73 1.208

Q4 112 1 7 4.49 1.090

Q5 112 2 7 4.27 1.215

Q6 111 1 7 4.12 1.326
유효수

(목록별)
111

기업가적 역량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각 문항별

결과를 보면 보통 중간에 해당하는 4점보다는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응답 중 가장 높게 나온 문항은 Q3(주위

사람들과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다. 다음으로는 Q2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이다. 반면에 Q6(나는 사업

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와 Q5(아이디어

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방법에 익숙하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아

이디어 도출 과정에 관한 교육내용과 사업에 필요한 실

무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

생들은 팀을 구성하거나 네트워킹 역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이

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

된다.

3) 기업가적 태도 분석

기업가적 태도 분석에서는 총 10개의 문항을 7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112명이 응답하였다.

표 5. 기업가 태도

Table 5. Entrepreneurial Attitude

문항별 신뢰도는 모든 문항이 .6 이상으로 신뢰의 요

건을 갖추었다.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

다.

표 6. 기업가태도 기술통계량 분석

Table 6. Analysis of Entrepreneurial Attitude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Q1 112 1 7 3.74 1.191

Q2 112 1 7 4.03 1.158

Q3 112 1 7 4.17 1.294

Q4 112 1 7 4.06 1.172

Q5 112 2 7 4.12 1.113

Q6 112 2 7 4.32 1.076

Q7 112 2 7 4.54 1.056

Q8 112 2 7 4.22 1.121

Q9 112 2 7 4.06 1.085

Q10 112 2 7 4.21 1.086
유효수

(목록별)
112

각 문항의 응답 결과를 보면 보통에 해당하는 4점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 Q1(나의 주변에는 창업

준비 및 시작에 풍부한 기회가 있다.)는 3점대의 응답

이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주변에서 창업 기회를 발

견할 계기를 찾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태도 분석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질문은 Q7(나는 창업도

훌륭한 진로의 하나라고 본다)이다. 이는 학생들의 진

로선택에서 창업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는 것

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교육과정 혹은 창업 육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험 감수 등 기

업가정신에 대한 이해 부분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3) 창업의도 분석

창업의도에서는 총5개의 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112명이 응답하였다.

표 7. 창업의도

Table 7. Entrepreneuri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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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Q1 나는 새로운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Q2 나의 직업적 목표는 성공한 창업가가 되는 것이다.

Q3 나는 졸업 후 창업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Q4 나는창업관련지식을습득하는데시간을투자하고있다.

Q5 나는가까운시일에창업할생각이있으며준비하고있다.

문항별 신뢰도는 모든 문항이 .6 이상으로 신뢰의 요

건을 갖추었다.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

다

표 8. 창업의도 분석

Table 5. Analysi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Q1 112 1 7 3.76 1.303

Q2 112 1 7 3.76 1.303

Q3 112 1 7 3.70 1.355

Q4 112 1 7 3.46 1.328

Q5 112 1 7 3.52 1.375
유효수

(목록별)
112

창업의도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중간 4보다

낮은 응답 점수나 나타났다. 다만 장기적으로 창업을

할 의도나 창업가가 되고자 하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지만, 빠른 시일 창업을 준비하면서 창업 지

식을 습득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Ⅳ. 결론

창업진흥원에서 제시하는 모듈을 기준으로 평가한

전문대학의 창업 인프라는 1,000점 만점에 388점으로 나

타나고 있다. 창업교육 측면에서는 높게 나타나지만 제

도적, 물적 인프라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학생의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와

창업의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되는 당면과제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역량과 태도는 7점 중 4점대를 나타내고 있어서 중간

정도의 역량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에 대한 의지는 7점 중 중간 이하인 3점대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에 대한 의지는 기업가정신과 인지

적 능력 및 창업환경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종속적 의

미임을 감안하면, 우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수

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창업교과목

수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

로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에 맞는 물

적 환경을 구축하고 창업교육은 이론식 강의 외 전공

및 실습형 교과목 개발과 더 나아가 창업동아리 및 창

업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의 개발이 전문대학의 창업가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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