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제13권 제5호 (통권59호)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3 No.5 pp.17-28

희망창업자의 창업환경과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혜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변상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희망창업자의 창업환경과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창업을 계획하는 희

망창업자들이 보다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A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13일에서 2018년 7월 14일까지 설문을 실시한 총 205부에서 통계에 활용이 어려운 6부를 제외한 199부를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SPSS Ver 23.0을 활용하여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창업환경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창업준비 특성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본 연구는 표집지역을 A 지역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나아가 창업환경과 창업준

비 특성뿐만이 아닌 희망창업자의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지속적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희망창업자, 창업환경, 창업준비 특성, 창업의도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16년 현재 전체 실업률 4.9%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12.5%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경기

침체와 세계적 불황으로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기업이 위축되

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는 상황이다. 직

장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들의 실업과 및 빠른 

퇴직(명예퇴직포함) 등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창업

은 직장(일자리) 창출 및 실업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기도 하다. 창업의도란 희망창업자가 창업하기 전에 충

분한 계획과 그에 따른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

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창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2015년 기

준 지난 10년간 948만개의 창업 중 792만 개가 폐업하여 10
년간 겨우 16%가 생존했을 뿐이다. 하루에 3천 곳이 창업하

고 2천여 곳이 폐업을 하고 발표되었다(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6).
희망창업자의 창업의도는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기침체로부터 조직이 벗어나기 위한 쇄신으로(Shapero 
& Sokol, 1982) 예비창업가에게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창업 전 희망창업자의 긍정적 태도와 필요한 특성은 창

업 결정 하에 있어 중요하다(윤방섭, 2004). 

우리나라 창업과 폐업 상황을 살펴 보면 폐업의 주요원인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즉 지식, 경험, 능력 부족 같은 전

문지식의 부족, 필요자금조달 실패와 마케팅기획 실패, 창업 

준비 정보 부족 등이 실패의 원인으로 여러 조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재훈(2013), 진문량(2017)에 의하면 창업환경에 대한 연구

는 자금지원, 사회문화, 교육훈련, 정책제도, 시장강화 등과 

같은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말하였다. 전혜진(2014)
은 창업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창업환경을 제시하

였고 문화 특성의 조절효과와 창업 이론이 창업의도 확장에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창업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변수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창업준비에 대한 실질적 제안보다는 교육

에 치중되어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창업환경과 창업준비 특성을 좀 더 심

도 있게 분석하여 창업준비특성의 하위요인으로 창업지원제

도 인식과 창업자금 준비, 창업 준비기간을 구성하여 창업에 

있어 필요한 준비과정을 제시하였다.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희망창업자의 창업의도에서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희망창업

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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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희망창업자의 창업환경

2.1.1 창업환경의 개념

Kreuger(1993)에 의하면 창업환경은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창업의도 영향요인이라고 정의했으며 이재훈(2013)은 창

업환경이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창업태도와 창업동기에 영

향을 준다고 밝혔다. Burms ＆ Dewhurst(1993)은 창업가의 내․
외부의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에 의해 환경에 영향을 주

고받는다고 했다. 

<Table 1> Concept of Entrepreneurial Environment

연구자 하위요인 분류

Burms & Dewhurst
(1993)

창업가의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환경요인들이 상호작
용에 의해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역할모
델과 멘토십, 개인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지원세력 그리고  사회적 인식 등을 주요요인으로 파
악함

Desai, et al.,
(2003)

창업환경은 본질적으로 제도적 환경

Cuervo(2005)

창업환경을 크게 경제적 환경요인, 제도적 환경요인으
로 구분하고 거시 경제적 환경, 재무적 환경, 산업특
성, 지리적 환경 및 법․제도적 시스템, 교육․과학기
술 시스템, 문화와 가치로 구분

정연우(2008)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정서적요인, 기술
적요인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세
력이 있으며 창업에 있어 지원과 동기, 역할 모델 등 
기회와 정보에서의 창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오상훈,하규수
(2013)

경제적요인(창업성공률, 겅기상황, 고용안정성), 제도
적 요인(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인프라제도), 사회
적 인식요인(창업에 대하 사회적 지지도 등)

이홍장(2016)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여건 등을 객관적 창
업환경으로 정의

진문량(2017) 금융지원, 정부정책, 사회문화, 교육훈련, 시장환경

출처: 연구자 재구성.

진문량(2017)은 창업환경을 크게 일반 환경과 특수 환경으로 

구분하면서 일반 환경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

회적 환경 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하며 특수 환경은 모두가 

아닌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조직에 영향을 주는 환경 즉 개

별 환경이라고 하였다. 오상훈·하규수(2013)은 창업환경을 개

인적 특성요인과 외부환경요인으로 구분하고 개인적 특성에

는 성별, 학력, 소득, 교육수준, 소득, 인적네트워크를 들었다. 

2.1.2 창업환경 구성요인

어떤 환경이든 창업환경은 창업자가 처해있는 상황으로 창

업활동의 범위수준과 그 영역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여러 학자들은 창업환경의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Factor of Entrepreneurial Environment

연구자 하위요인 분류

진문량(2017) 금융지원, 정부정책, 사회문화, 교육훈련, 시장환경

송경숙(2015) 금융지원, 사회문화, 교육훈련

김용집(2014) 정부정책, 교육훈련

김순태(2013) 교육훈련

김미숙·김영국
(2012)

교육훈련

이영석, 외(2011) 금융지원, 정부정책, 사회문화, 교육훈련

Gnyawali＆ Fogel
(1994)

정부정책, 재정적 지원, 사회·경제적조건, 창업 및 
경영기술 

출처: 연구자 재구성.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연구자들이 창업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하위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창업환경의 요

인에 대해서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였지만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를 근간하여 가장 많이 활용된 사회문화와 교

육훈련을 창업환경의 중요 변수로 선정하였다. 

2.1.2 창업환경 선행연구

창업환경을 변수로 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선행연구

를 고찰하여 창업환경요인과 창업준비 특성, 창업환경과 창업

의도를 분석하였다. 창업환경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창업환

경보다는 광범위한 환경요인이라는 용어로 연구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독립창업자, 바리스타자격증과정 교육생, 보육종사

자, 여성, 대학생, 시니어 등으로 다양하다. 함께 다룬 변수들

은 대부분 창업의도 또는 창업의지를 다루고 있으며 창업성

과, 창업지향성, 창업실행 등이 있다.
 진문량(2017)은 중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환경과 창

업가 특성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금융지원, 정부정책, 사회문화, 교육훈련, 시장환경 등의 창업

환경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다; 
박성호(2017)는 희망창업자와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

환경과 창업자기효능감, 경제적 실패부담감이 창업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전혜진(2014)은 창업환경의 조절효과를 다룬 연구에서 창업

환경의 하위요인들이 경력단절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의

도에 유의미한 절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Davidsson(2003)은 지원 등의 창업환경이 창동동기가 강한 사

람에게 더욱 큰 창업동기를 가져다 준다고 하였다.

2.2 희망창업자의 창업준비 특성

2.2.1 창업준비 특성의 개념

창업은 명확하게 의도되고 계획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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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고, 창업준비는 창업아이템의 구상에서부터 창업까지의 

과정을 총칭하는 것으로 창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이행하는 

것이다(조문연, 2015). 우리나라는 현재 창업에 관한 여러 지

원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중앙정부 창업지원 사업 현황에 보

면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지

원하는 비즈니스센터와 마케팅 지원이 있고 지식서비스 창업

에는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스마트 창작센터, 대학 등 전문기

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참살이 실습 터 운영이 있다(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7).
또한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창업 준비 융자지원이 있고, 창업

진흥원은 중·장년(40세 이상) 희망창업자에 대한 경력,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창업지원 계획을 공고하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창업지원제도에 의하면 창업 결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교육, 자금지원, 상담컨설팅지원은 소상공인 지

원에서 활용빈도가 높고(권오범, 2016),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제

도인식에 대해 대체적으로 정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창업 준비는 희망창업자의 창업성공과 창업실패에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에는 창업지원제도, 창업자금 준비 그리고 창업 

준비기간이 선행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업에 있어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창업추진 요인은 창업자금 

확보이며 창업자금은 창업성공의 필수적 조건이며 창업의 결

정적 요인이다. 이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창업자에게 정

부의 지원제도 관련 정보는 중요하며 정부 지원에 대한 기회

를 얻고자 한다.
창업과정에서 창업 준비는 적절한 준비 기간이 중요하며 창

업 준비 시기는 질․양적 수준을 높여주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

한다. 창업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시장 흐름을 놓쳐 

역효과를 가질 수 있다(박재환·안태욱 2016)  이와 같이 선행

연구의 자료를 통하여 본 결과 희망창업자의 경우 창업 준비

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지속적인 운영과 실패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구하여야 될 것이다. 이에 희망창업자의 창업 준

비 특성 하위요인에 정부지원제도 인식, 창업자금 준비 그리

고 창업 준비기간을 선정하고 이들의 요인분석을 통해 창업

준비특성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2.2 창업준비특성의 선행연구

창업준비 특성은 논문에 따라 창업준비 특성, 창업준비수준, 
창업준비도 등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고 창업의 구상부터 

시행까지의 전 과정이 선행연구에서 다뤄지고 있다. 서울시의

(2011) 조사발표에 의하면 창업실패의 원인으로 창업준비부족

(35%), 경영관리 미숙(23%), 동업자와 종업원의 관리소홀

(13%), 아이템선정 실패(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창업의 준비절차를 창업준비, 실행개시, 

사업안착의 3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1단계는 사업모색을 포

함한 창업준비, 2단계는 사업의 실행이라고 하는 창업절차 시

행 그리고 3단계는 창업실해 이후 사업의 안착과 안정적 성

장을 위한 전략설계 및 마게팅을 들고 있다.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창업준비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Table 3> Precedent Study - Characteristics of Start-up

Preparation

연구자 변수 대상

이기만(2018) 교육, 컨설팅, 경험 창업자

조중연(2016)
사업아이템, 자금 조달,

창업준비기간
소상공인

조문연(2015)
동종업계경력, 창업준비기간,

창업지원사업
기술창업자

남정민 외(2013) 자금, 기술, 인력, 업종선정 창업자

강순빈(2012)
사업아이템, 자금 조달,

창업준비기간
창업자

Sequeira
et.al(2007)

기회인식, 계획도출 및 실행,
모니터링 및 수정

초기창업자

Luccier(1995) 지원교육, 상담, 자금지원 창업자

Barney(1991) 자원, 인력 시스템 기업

출처: 연구자 재구성.

2.3 희망창업자의 창업의도

2.3.1 창업의도의 개념

행동에 대한 예측에 있어 행동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변

수가 ‘의도’라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인 주장이다

(Sheeran, 2002). Bird(1988)는 창업의도에 대해 잠재적인 창업

가가 창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하여 실행에 옮기고자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정의 하였고, Veciana et al.(2005)은 그 개념을 

확대하여 창업의도를 조직건립과정을 이해하는 핵심적 개념

이라고 정의하였다. 창업 관련 선행 연구에서 학자마다 창업

의지나 창업의도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기도 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창업의도는 희망창업자에게 중요하며

사업 선정이나 운영에 있어서 실패율을 낮추는 요인이므로 

사전에 창업관련 상담도 필요하다(박수경·변상해, 2016). 관련 

직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야 창업 시 성공의 가능성이 높

아지지만, 낯선 분야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창업 전 충

분한 준비와 함께 희망창업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특성 및 관

련 경력을 근거하여 창업분야을 선정하고 적절한 창업교육을 

받는다면 창업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창업의도는 조직이나 국가 경제력에 활력을 미치며 

국가나 지역이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며 경기

침체와 개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와 비자발적 실업에 처한 

구직자에게도 중요하다(육창환, 2015).
그동안 선행연구를 통하여 희망창업자의 창업의도는 다양한 

어려움에도 창업을 희망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로 희

망창업자의 마음가짐이 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창업환경,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 각 변수의 관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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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창업의도 선행연구

창업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창업의도 또는 창업의지 변수를 

활용한 논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창업하고자하는 

시점에서 창업의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짐작하게 해주며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의도 관련 선

행연구는 대상, 변수 등이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관련 변수들과 창업의도를 분석한 선행연

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Precedent Study of Start-up Intention

연구자 변수 대상

조영조(2017) 환경, 창업의도
한,중,일,홍콩 

대학생

이동욱(2016) 창업교육, 창업의도 소상공인

이상기(2016) 특성, 창업의도, 창업교육 희망창업자

김종운(2014) 창업동기, 창업계획시기, 창업의도 대학생

이재훈(2013) 특성, 창업의도 대학생

김홍(2012) 창업요인, 창업의지 대학생

고재윤·박영수
(2011)

개인특징, 심리특성, 배경특성,
창업의지

희망창업자

Sandberg(1987) 창업경험, 창업성공, 창업의도 창업가

출처: 연구자 재구성.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읟고와 창업행동의 상관관계가 

0.9~0.96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Ajzen et a1., 2009) 메타분

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2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Armintage ＆ Conner, 2001).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는 희망창업자의 창업환경, 창업준비 특성으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파악하는데 것이다. 이에 창업환

경을 독립변수로 창업준비 특성을 종속변수로, 창업의도를 매

개변수로 선정하여 변수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research model

가설 1. 희망창업자 창업환경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1-1. 창업환경의 사회문화요인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1-2. 창업환경의 교육훈련요인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 희망창업자의 창업준비 특성요인은 창업의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1. 창업준비특성의 창업지원제도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창업준비특성의 창업자금준비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창업준비특성의 창업준비기간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표본 선정과 자료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은 A지역에 거주하는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

의도가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8
년 6월 13일에서 2018년 7월 26일까지 설문을 받았으며 총 199
부를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Ver.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개인적 특성의 빈도와 백분율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를 위해 신뢰도 분

석과 요인분석(타당도)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카이저 규

칙 (Kaiser rule)의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주성분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Reliability Aanalysis)는 Cronbach's ɑ계

수를 산출하여 검증을 하였다.
셋째, 희망창업자의 창업환경, 창업준비 특성의 창업의도에 대

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변수 간의 상관성은 상관관계 분석으로 파악하였

다.

3.3 측정도구

본연구의 측정도구는 독립변수인 창업환경과 창업준비 특성 

그리고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이며 선행연구를 근거하여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창업환경은 진문량(2017), 이재훈(2013), 
김미숙·김영국(2012) 등의 논문에서 사용된 창업환경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창업준비 특성은 서명길(2018), 오상훈

(2013)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창업준비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

하였으며 창업의도는 Begley & Boyed(1987)의 척도와  권오

범(2016), 조중연(2016)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

하였디.  5점 Likert(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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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학력, 결혼상태, 창업경험, 창업

교육경험을 선정하였다.

Ⅳ. 연구 분석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과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1 신뢰도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 결과, Cronbach's α계수는 창업환경 .748, 
창업준비 특성 .833, 창업의도 .803로서 모든 요인에서 0.6을 

넘어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Table 5> Reliability Analysis

구  분 
최초 

문항갯수
최종

문항갯수
신뢰도

창업환경 12 10 .748

창업준비 특성 13 11 .833

창업의도 5 4 .803

30 25 .758

4.1.2 타당성 분석

4.1.2.1 창업환경

희망창업자의 창업환경에 관한 요인분석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창업환경은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의 누적 변량은 71.277%로 나타났다.

<Table 6> Reliability ＆ Validity Analysis Entrepreneurial

Environment

요인 1은 ‘현재 사회문화가 창업을 격려한다’, ‘사회가 개인

노력을 통해 성공을 얻는 것을 격려한다’, ‘현재 사회가 모험

과 시도를 격려한다’, ‘현재 사회는 창업실패를 용납한다’, ‘창
업하는 사람은 사회의 존중과 적극적인 격려를 받을 수 있다’
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창업에 대한 사회적 용인과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 ‘사회문화’라고 하였다.
요인 2는 ‘나는 충분한 창업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다’, ‘나에

게 창업의 열정에 고무적인 영향을 끼친다’, ‘나에게 창업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가르쳐준다’, ‘나에게 전공과 재교육

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와 사회에서 충분한 

창업훈련을 나에게 제공한다’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창업관련 교육의 효율성과 기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어 ‘교육훈련’이라 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의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사

회문화 .776, 교육훈련 .712로서 0.7이상의 값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4.1.2.2 창업준비 특성

희망창업자의 창업준비 특성의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이 나타났다. 창업준비 특성은 3개의 하위 요인이 도출되었

고, 요인들의 누적 변량은 70.060%의 결과를 보였다. 

<Table 7> Reliability ＆ Validity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Start-up Preparation

요인 문 항
요인적재량

1 2

사회문화

현재 사회문화가 창업을 격려한다. .789 -.023

사회가 개인 노력을 통해 성공을 얻는 것을 격
려한다.

.788 .181

현재 사회가 모험과 시도를 격려한다. .712 .214

현재 사회는 창업실패를 용납한다. -.077 -.047

창업하는 사람은 사회의 존중과 적극적인 격려
를 받을 수 있다.

.262 .151

교육훈련

나는 충분한 창업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다. .023 .766

나에게 창업의 열정에 고무적인 영향을 끼친다. .082 .719

나에게 창업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가르쳐
준다.

.261 .718

나에게 전공과 재교육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077 -.047

정부와 사회에서 충분한 창업훈련을 나에게 제
공한다.

.262 .151

요인 문 항
요인적재량

1 2

eigenvalue 1.901 1.723

변량 % 23.757 21.542

누적변량 % 23.757 45.298

Cronbach's α .776 .712

요인 문항
요인적재량

1 2 3

창업지원
제도인식

나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창업자
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870 .250 .135

나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창업자
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창업상담 및 컨설팅 지
원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883 .221 .153

나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창업자
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창업정보 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896 .199 .057

나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창업자
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창업교육지원제도에 대
해 잘 알고 있다.

.856 .223 .147

창업자금
준비

나는 창업을 위한 초기자본이 있다. .240 .861 .146

나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다. .197 .890 .043

나는 창업에 필요한 비용이 준비되어 있다. .293 .827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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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은 ‘나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창업자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나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

고 공공기관의 창업상담과 컨설팅 지원제도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나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창업정

보 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정부와 지자체 그

리고 공공기관의 창업교육 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업상담 및 컨설팅 지원제도, 
창업자금지원제도, 창업정보지원제도, 그리고 창업교육지원제

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어 창업지원제도인식이라 하였

다. 
요인 2는 ‘나는 창업을 위한 초기자본이 있다’, ‘나는 창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자금조달 능력이 있다’, ‘나는 창업에 필

요한 비용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이 문항은 창업자금 준비 및 조달능력에 관한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창업자금 준비’라 하였다. 
요인 3은 ‘나는 충분한 창업 준비기간은 창업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고 생각 한다’, ‘나는 충분한 창업준비 기간을 거친 

후 창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나는 충분한 창업준비기

간을 가지며 그동안 사업계획서 작성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창업 준비기간의 부족은 반드시 경영상에 어려

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 한다’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창업 준비기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창업 준비

기간’이라 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창업

지원제도인식 .931, 창업자금 준비 .876, 창업 준비기간 .822로
서 0.8이상의 값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4.1.2.3 창업의도

희망창업자의 창업의도의 요인분석 결과 <Table 8>와 같이 

단일요인이 도출되었다. 
이 요인의 누적 변량은 60.503%였으며, ‘창업에는 많은 어려

움이 있지만 나는 창업을 하고 싶다’, ‘나는 반드시 내 사업체

를 설립할 계획과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나는 언젠가는 나의 

꼭 사업체를 가질 것이다’, ‘나는 종업원에 머무르기보다 언젠가 

새로운 기업을 창업 하고 싶다’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고 ‘창업

의도’라 하였다. 신뢰도 분석에서는 Cronbach's α계수가 .806
로서 0.8이상의 값을 보여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8> Reliability ＆ Validity Analysis of Start-up Intention

요인 문항
요인적재량

1

창업
의도

창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창업을 하고 싶다. .782

나는 반드시 내 사업체를 설립할 계획과 분명한 목적이 
있다

.786

나는 언젠가는  나의 사업체를 꼭 가질 것이다. .784

나는 종업원에 머무르기보다 언젠가 새로운 기업을 창업 
하고 싶다.

.766

eigenvalue 2.420

변량 % 59.605

누적변량 % 60.503

Cronbach's α .806

4.2 가설 검증

4.2.1 창업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희망창업자의 창업환경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창업환경

(사회문화, 교육훈련)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적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창업

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
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는 독립변수인 창업환경의 2개 요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창업

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 개 이상의 독립변수 투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다중

공선성은 그 값이 10이하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신

뢰되는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으로 확인하였다. 개

인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의 회귀모형은 F=4.148, p<.05 수준

에서 유의하였고, VIF 값이 1.144~1.512으로서 10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개인적 특성 요인 중 창업교육경험(β=.132, t=2.002, p<.05)

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전체 설명력은 5.8%였

다. 이는 창업교육의 유무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창업환경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8.523,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VIF값이 1.166~1.546로서 10이하

의 값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창업환경의 요인 중에서는 사회문화(β=.225, t=3.498, p<.01), 

교육훈련(β=.253, t=3.982, p<.001)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쳤고, 전체 설명력은 16.7%로서 1단계보다 약 11.0% 
상승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사업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에 대

요인 문항
요인적재량

1 2 3

창업준비
기간

나는 충분한 창업 준비기간은 창업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139 -.033 .736

나는 충분한 창업 준비기간을 거친 후 창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079 .080 .729

나는 충분한 창업준비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성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64 .115 .664

창업 준비기간이 부족하면 반드시 경영에 어려
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30 .068 .573

eigenvalue 3.325 2.442 1.937

변량 % 30.226 22.216 17.606

누적변량 % 30.235 52.454 70.060

Cronbach's α .931 .876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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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적 분위기나 배려 등이 높을수록, 그리고 창업관련 교

육의 여건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창업의도가 높아진

다고 할 수 있다. 

<Table 9> Entrepreneurial Environmen→tStart-up Intention

구  분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심리적
특성

사회문화 .246 .225 3.488**

교육훈련 .306 .253 3.992***

F 4.148* 8.523***

R2 .058 .167

△R2 .110

*p<.05, **p<.01, ***p<.001, 1)성별(남성=0, 여성=1), 2)결혼상태(미혼=0, 기혼=1), 3)창업경험유무
(없음=0, 있음=1), 4)창업교육경험유무(없음=0, 있음=1)

<Table 9>는 희망창업자의 창업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가설 1인 희망창업자의 창

업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창업환경의 

사회문화와 교육훈련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가설 1(희망창업자의 창업환경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고, 1-1(희망창업자의 사

회문화요인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희망창업

자의 교육문화요인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

되었다.

4.2.2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희망창업자의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창업 준비특성(창
업지원제도인식, 창업자금 준비, 창업 준비기간)을 독립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는 통제변수인 개인적 특성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

수인 창업 준비특성 요인을 추가 투입하여 개인적 특성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창업준비 특성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회귀분석 시 다수의 독립변수 투입으로 인해 발생되

는 다중공선성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으로 확인하

였다. 
개인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에서는 F=4.147,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VIF 값이 1.144~1.512로 10이하의 값을 나타냈으

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개인적 특성 중에서는 창

업교육경험(β=.132, t=2.002, p<.05)이 유무가 창업의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쳤고, 전체 설명력은 5.8%였다. 
이는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창업의도를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창업준비 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15.808,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VIF 값이 1.154~1.579
로서 10이하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

았다. 창업 준비특성의 창업지원제도인식(β=.134, t=2.041, 
p<.05), 창업자금 준비(β=.451, t=7.081, p<.001), 창업  준비기

간(β=.141, t=2.487, p<.05)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있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32.9%로서 1단계보다 27.2% 상

승하였다. 
이 결과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 준비되어 있거나 자

금조달능력이 있을수록, 창업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고 인식할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Table 10> Characteristics of Start-up Preparation →Start-up

Intention

구  분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창업준
비특성

창업지원
제도인식

.101 .134 2.041*

창업자금
준비

.366 .451 7.081***

창업준비기간 .185 .141 2.487*

F 4.147* 15.808***

R2 .058 .329

△R2 .262

*p<.05, ***p<.001, 1)성별(남성=0, 여성=1), 2)결혼상태(미혼=0, 기혼=1), 3)창업경험(없음=0, 있음
=1), 4)창업교육경험(없음=0, 있음=1)

<Table 10>은 희망창업자의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가설 2인 희망창업자의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창업 준비특성의 3개요인 
모두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희망창업자의 창업준비 특성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고, 2-1(희망창업자의 창업지원제도인

식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희망창업자의 창업

자금 준비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희망창업자

의 창업 준비기간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채택

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희망창업자의 창업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창업환경의 사회문화와 교육훈련이 창업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
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고, 1-1, 1-2는 채택되었다. 
둘째, 희망창업자의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창업지원제도인식과 창업자금 준비, 창업 

준비기간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고, 2-1, 2-2, 2-3은 채택되었다. 
셋째, 희망창업자의 창업환경, 창업준비 특성 및 창업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창업경험, 
창업교육경험에 따라 창업환경과 창업준비 특성의 일부 요인

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창업교육경험에 따라 창업의도에 

차이를 보여 창업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창업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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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는 창업환경, 창업준비 특성, 창업교육 

및 창업의도이며,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Table 11> Correlation Analysis

구     분　
사회
문화

교육
훈련

창업지원
제도인식

창업
자금
준비

창업
준비
기간

창업
교육

창업
의도

사회
문화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 　

교육
훈련

Pearson
상관계수

.323*** 1

유의확률 .000 　

창업
지원
제도
인식

Pearson
상관계수

.318*** .263*** 1

유의확률 .000 .000 　

창업
자금
준비

Pearson
상관계수

.250*** .382*** .507*** 1

유의확률 .000 .000 .000 　

창업
준비
기간

Pearson
상관계수

.248*** .205** .277*** .173** 1

유의확률 .000 .001 .000 .006 　

창업
의도

Pearson
상관계수

.316*** .327*** .374*** .489*** .287*** .029 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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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요인은 교육훈련(r=.323), 창업지원제도인식(r=.318), 
창업자금 준비(r=.250), 창업 준비기간(r=.248), 창업의도

(r=.316)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은 창업지원제도인식(r=.263), 창업자금 준비(r=.382), 

창업 준비기간(r=.205), 창업의도(r=.327)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창업지원제도인식은 창업자금 준비(r=.507), 창업 준비기간

(r=.277), 그리고 창업의도(r=.374)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

었고, 창업자금의 준비는 창업 준비기간(r=.173)과 창업의도

(r=.489)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창업 준비기간은  창업

의도(r=.287)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창업의도는 모든 

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희망창업자의 창업환경과 창업준비 특성이 창

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환경의 사회문화와 교육훈련이 창업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혜진(2014)에 의하면 창업환

경과 창업사이의 관계는 큰 영향을 주고받으며 창업의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본 연구 결과는 또한 같은 결

론이 도출되었다. 둘째, 창업준비 특성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독립변수인  창업

준비 특성 요인(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자금 준비, 창업 준비

기간)을 추가 투입하여 통제변수로 통제한 상태에서는 창업교

육경험의 유무가 창업의도의 영향을 미쳤다.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희망창업자들이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

수록 창업 준비기간이 창업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개인적 특성과 창업환경의 관계 분석 결과에서는 연

령이 높을수록 기혼에 창업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은 창업지원

제도인식 정도와 창업자금 준비도가 높고, 남성이면서 창업교

육경험이 이미 있는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창업 준비기간

이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남성 창업자의 비율이 높은 관계

로 느끼는 상실이나 실패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준비에 

할애되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창

업 준비 특성은 40~45세 미만에서, 기혼이 창업지원제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양가족이 있

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창업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이 창업교육경험이 없는 집

단보다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창업

자금 준비에서는 연령이 40세 미만보다는 40세 이상에서 창

업자금준비 정도가 더 높았고, 대졸보다는 고교졸이하에서, 
미혼보다는 기혼에서 창업자금 준비 정도가 더 높았다. 
창업의도는 창업교육경험(t=2.401, p<.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창업교육경험 있는 집단이 창업교육경험이 없

는 집단보다 창업자금 준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창업 

준비기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창업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에

서 창업 준비기간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 나이 등

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창업의도창업의도는 창업교육경험

(t=2.401, p<.05)에 의해 차이를 보였는데 창업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창업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창업교육경험이 있을때 창업의도가 높을 수 있음을 알

게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창업준비 특성인 창업지원제도인식

이나 및 자금준비, 준비기간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되어 창업준비특성이 희망창업자에게 중요한 요인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희망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창업환경과 창업준

비 특성 그리고 창업의도의 관계 분석 결과, 성별, 학력, 나

이, 결혼상태, 창업교육경험, 창업경험 유무에 따라 창업환경

과 창업준비 특성의 일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창업교

육경험에 따라 창업의도에 차이를 보여 창업교육 경험이 있

는 집단의 창업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창업교육의 

효과와 활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또한 충분한 창업 준비를 충하여 실패를 줄이고 국가 정책

의 변화에 따라 창업시점을 맞추어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희망창업자에게 지원체계가 복잡하지 않은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희망창업자들이 



희망창업자의 창업환경과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13권 제5호 (통권59호) 25

관련 교육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시스

템이 구성되길 바라며 고용정책에 이 연구가 도움이 되었으

면 한다.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희망창업자 표집 대상을 하지 

못하고 지역이 한정되어 포괄적인 연구 대상을 선정하지 못

하였으므로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향후 직장인뿐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고자하고 하는 비자발적 실업을 대상으

로 한 조사 연구까지 확대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창업의도 영

향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뿐만 아닌 전반적 창업제도 정

책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

라 고용정책에 있어 희망창업자의 창업의도를 감안하여 실업

난을 해소 및 희망창업자의 개인적 자아성취와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가 희망창업자들에게 향후 적절한 창업 준비

로 인한 창업의도에 자신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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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Hope-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of Start-up Preparation on a Start-up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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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ich influence the entrepreneurial environment and charateristics of start-up preparation have upon a start-up 
intention. For the purpose of offering useful data so that the hope-entrepreneurs of planning start-up can do more successful start-up 
through this, it carried out questionnaire from June 13, 2018 to July 14, 2018 targeting employee are located in K region. As a result, 
excluding 6 copies with a difficulty in the application to statistics among totally 205 copies, 199 copies were chosen as the final 
samples. Data were conducte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23.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ntrepreneurial environmen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 start-up intention. Second, the start-up preparation leve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 start-up intention. 

However, this study limited the sampling region to A area, thereby having a limitation in generalizing the findings all over the 
country. Moreover, there is a suggestion that a continuous research will need to be performed in terms of an influential factor in 
pre-entrepreneurs' start-up intention as well as in entrepreneurial environment and start-up prepar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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