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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7개 대학의 창업교육 교과과정과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 대학의 창업 교과과정의 특징과 프로그램

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대학별 창업교육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미국 7개 대학의 기업가정신센터 

(Entrepreneurship Center)를 기반으로 학부단위 기업가정신 학위 과정 (Entrepreneurship Degree Course)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 중 

창업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 드렉셀대학교,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주립대학교,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샌버나디노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어바인대학교, 플로리다주립대학교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 7개 대학의 창업교육 과정과 창업지원제도가 학부과정, MBA과정, 석박사과정 그리고 비교과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미국 대학의 창업교육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이 주도적으로 창업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대학 내 독립적인 센터를 설립하여 자체

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의 창업교육은 대학-산업의 파트너십 구축, 기업가정신 

학위 과정의 운영 그리고 대학의 학과 간의 협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넷째, 독립적인 센터를 중심으로 동문, 지역 창업가들의 활발한 참여

를 이끌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내 

대학의 질적 성장 동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사례연구는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

을 통해 국내 대학 창업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선진화된 창업교육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대학 창업활성화, 창업교육, 창업지원, 창업정책

Ⅰ. 서론

미국의 창업교육은 1947년 마일즈 메이스 (Myles Mace)교수

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창업 (Entrepreneurship) 강의를 시작으

로 창업교육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 새로운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2000년대 

1,600개교에서 2,200개가 넘는 창업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었

고, 44개 이상의 학술지가 발간되었다(Brush et al., 2003; 이우

진 외, 2013; 권영태, 2017).
대학의 창업교육은 잠재적 창업수요자인 대학생들의 진로설

계의 대안이 되고, 창업에 필요한 마인드, 지식, 기량의 강화

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며, 고용안정화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안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Drucker, 
1995; Bygrave & Zacharakis, 2004; Timmons & Spinelli, 2004; 
강경균 외, 2015; 유세진, 2019). 

창업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추구하여 

신규 사업기회로 발현시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Drucker, 1985; Gartner, 1988; 
Stevenson & Gumpert, 1985; Shane & Venkataraman, 2000; 백

서인, 2017).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4C(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역량이 중요시되고 있어 최근 창업교육에서는 4C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팀으로 함께 하는 교육, 프로젝트 방식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유세진, 2019).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학의 프로그램 개발 과

정에서 수요자, 지역사회, 교원, 전담조직 등의 요구를 반영하

거나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 등 일련의 절차가 전문적이지 못

하며, 체계적이지 않고 있다(홍종득·강형곤, 2016). 
2016년 주요 20개국의 창업교육 현황을 분석한 연구(남정민·

이환수, 2017)에서 한국은 기업가정신교육 참여율이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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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학’, ‘평생교육’ 전 영역에서 일본 다음으로 최하위 수

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학의 창업정책을 비교한 연구(백서인, 2017)에서는 한국의 

경우 창업 관련 지원활동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참여자들의 적극성 결여와 지원정책의 단발성 그리고 과

도하게 국내시장에 집중되어 효과적인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미국 7개 대학의 창업교육 교과과정과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별 창업교육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미국 7개 대학

의 기업가정신센터 (Entrepreneurship Center)를 기반으로 학부

단위 기업가정신 학위 과정 (Entrepreneurship Degree Course)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 중 기업가정신센터 기반 창업교육이 활

성화 되어 있는 미국 드렉셀대학교,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주립대학교,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샌버

나디노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어바인대학교, 플로리다주립대

학교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한미 창업교

육 심층 비교 연구’, ‘글로벌 대학 창업교육 현황 및 성공사

례 심층 연구’를 위해 방문 및 연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 내 창

업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한

다.

Ⅱ. 미국 대학의 창업교육
 

2.1 미국 대학의 창업교육 역사
 
창업교육으로 가장 선진화된 미국에서는 1927년 미시간 대

학에서 선택과목의 형태로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1947
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창업교육을 시작하여, 1971년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서 MBA과정 프로그램으로 창

업학 전공을 개설하고 1972년 학부과정 창업학 전공이 개설

되었다. 이 시점부터 창업학 분야가 정착되기 시작하였고, 기

업가정신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의 수는 1970년에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1995년에는 400개 이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Vesper & Gartner, 1997). 2000년대에는 1,600개교에서 2,200개 

강좌가 개설되었고, 44개의 영문 학술지와 100개가 넘는 창업 

관련 센터가 운영될 정도로 창업학은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영역을 확고히 구축하기에 이르렀다(권영태, 2017). 미국 내 

대학의 창업 프로그램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앙터프레뉴어 

(Entrepreneur) 잡지가 1976년 창간되었고, 창업교육을 지원하

고 있는 콜만 재단은 1951년 설립되어 창업교육지원 사업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이우진 외, 2013). 또한, Princeton 
Review & Entrepreneurs는 1978년부터 매년 미국의 대학 및 

대학원 중 기업가정신 연구에 적합한 대학을 발표하고 있다. 

1990년대 동안 미국 대학들의 기업가정신 연구에 대한 기금

은 연간 4억 4천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약 1,600개의 

고등 교육 기관과 약 100개의 기업가정신 연구 센터에서 

2,200개 이상의 기업가정신 과정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었다

(Kuratko, 2005; Heaton et al., 2020). 미국에서 창업교육이 활

성화된 배경에는 경영효율성을 중시하는 대기업은 시장의 다

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과 같은 창업기업이 시장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

고 기존의 조직이나 설비에 구애받지 않으며 시장변화와 시

장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면서이다(지용희·방용태, 1998; 이우진 외, 2013).

출처 : 장용석(2019), 한미 창업교육 심층 비교 연구 보고서 

<그림 1> 미국 창업교육 연대기

2.2 미국 대학의 창업교육 유형
 
창업교육의 교과과정은 기존의 대학교 교과과정과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가장 주된 차이는 현장경험이 중시된다는 것이다. 
창업교육에 있어 경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은 창업교육

에 있어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의료교육과 비

교하는 입장은 창업교육에서 과학적 측면, 즉 명시적 지식의 

역할을 강조한다. 경험적 측면을 지지하는 교육자들은 대부분 

현장경험을 중시하는 전직 창업가들이며, 후자는 전형적인 박

사학위 소지자, 즉 아카데믹들이다. 중론은 창업교육을 하나

의 기술과 과학의 결합체로 보는 입장이다. 
<표 1>에는 창업교육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식의 종류와 형

태로 나타냈다. 첫 번째, 수업시간에는 교수의 주도하에 기업

가의 자질, 시장 분석, 위험 분석 등을 수업을 통해 학습하게 

된다. 수업의 성격은 창업이나 기업가정신에 관련된 수업 보

다는 경영일반에 적용되는 지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게 

되어 실제 기업가정신을 학습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수업 이외의 활동으로는 그룹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공되지 않는 암묵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실제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유용한 자료나 웹

사이트 등을 알게 되고, 그룹 구성원간의 유대 및 협력관계를 

관리하는 방법은 경험으로 학습하게 된다. 세 번째, 교실 밖

의 경험으로는 교내 사업경진대회 등을 참여하여 수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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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서 배웠던 내용을 실제 사업 개발에 적용시켜 보

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확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가상적 체험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의 주인으로

서 실패에 대한 책임, 성공에 대한 보상의식을 체험하여 ‘창
업가’로서 가상 체험적 지식을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턴체

험과 같은 현장경험이다. 미국의 대학들은 지역 스타트업과의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창업 환경에 투입시

키고, 참여 학생들은 창업과정의 역할을 분담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을 동원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 받

아 창업에 대한 현실적 경험을 하게 된다.

<표 1> 창업교육의 활동의 지식의 종류와 형태

Codified
Knowledge
(명시지식 
습득단계)

Tacit
Knowledge
(암묵지식 
습득단계)

Applied
(응용 단계)

Reinforced
(강화 단계)

교과내용 
사례

- 기업가의 자질
- 기회분석
- 시장분석

- 필요한 정보 
습득 방법 

- 선배들을 통해 
실무 정보 획득 

- 교내사업
경진대회

- 인턴체험

학습의 
주도권

교수 주도 교수법 주도 경험 주도 수용자 주도

교육 현장 교실 프로젝트 경쟁 사업 현장

수업 내용 
비교

사업 기술 함양
사업 &

기업가정신 
기술 함양

기업가정신 
기술 &

위험의식 함양
기업가정신

출처: 장용석(2019), 한미 창업교육 심층 비교 연구 보고서  

Ⅲ. 미국 7개 대학의 창업교육 분석

3.1 서던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서던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은 처

음으로 석사수준의 창업전공이 개설된 곳으로 마샬 경영대학 

(USC Marshall School of Business)의 로이드 그리프트 기업가

정신센터 (Lloyd Grief Center for Entrepreneurial Studies)에서 

창업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전공 (Undergraduate in 
Entrepreneurship, BA) 과정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 부전공 

(Undergraduate minor), 기업가정신과 혁신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s, MS), 사회적 기업가정신 (Social Entrepreneurship, 
MS) 석사과정 등이 개설되어 있다. 이외로 온라인 경영학 석

사 (Marshall Online MBA) 과정과 같은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

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마인드함양 보다는 비즈니스 스킬을 

키우는데 중점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1.1 창업교육 과정 및 특징

로이드 그리프트 기업가정신센터 (Lloyd Grief Center for 
Entrepreneurial Studies)에서는 기업가정신 학사 학위 과정에 

30명 이상의 교수와 실무자들이 가르치는 80개의 강좌가 개

설되어 있고, 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기회 인식에서 고객 발견

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3가지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표 2>와 같이 Course 1은 입문과정으로 하나의 과목을 이수

한 후 Course 2, 3의 고급과정을 순차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외에도 창업교육 과목은 초기 창업 문제 및 솔루션에 대한 

창업자 딜레마 (Founder’s Dilemmas), 전문기업가 주도의 기업

가정신 세미나 (Seminar in 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성장 

방법을 위한 확장 스타트업 (Entrepreneurship Hacking: Scaling 
Startup), 기업가적 가족사업 (Entrepreneurship Family Business)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의 창업교육 특징

은 3가지의 과정으로 입문, 고급, 기업 설립 단계에 맞춰 교

육을 실시하고, 전문 기업가들을 초청하여 실제 창업사례 학

습을 위한 기업가 특강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다. 

<표 2> Lloyd Grief Center for Entrepreneurial Studies

주요 교과과정

과정 교과명 세부 내용

Course
1

기회인식
(Opportunity
Recognition)

기업가정신의 기초
(Fundamentals of Entrepreneurship)

신생 벤처 창업 관리
(The Management of New Ventures)

기술 기업가
(Technology Entrepreneurship)

중소 기업 관리
(Management of Small Business)

Course
2

타당성 분석
(Feasibility Analysis)

타당성 분석
(Feasibility Analysis)

벤처 창업 관리
(Venture Management)

Course
3

벤처 창업 기업 설립
(Venture Initiation)

벤처 창업 개시
(Venture Initiation)

출처: USC Marshall School of Business 홈페이지 재구성

3.1.2 창업지원 프로그램

3.1.2.1 New Venture Seed Competition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은 학생, 교직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창업 아이디어 경연을 통해 $85,000의 상금을 지원

하고 있다.

3.1.2.2 USC Wrighley Sustainability Award

환경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

니스모델을 발굴하는 경진대회로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졸업생, 외부 단체 회원까지 참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경진대회 상금은 1위 $7,000, 2위 $5,000, 3위 $3,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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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E-Team Grant Program

보조금 프로그램 ‘E-Team Grant Program’은 학생과 교수진이 

협력하여 아이디어 발명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1단계 $5,000, 2단계 $20,000로 최대 $25,000을 지원하고 있으

며 스타트업 트레이닝, 멘토링, 네트워킹을 통해 아이디어 활

동을 지원하고 있다. 

3.1.2.4 USC Marshall Venture Fund

벤처 펀드는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의 학생, 졸업생, 교직원들

이 이끄는 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지분을 받는다. 벤처 캐피탈 

투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교직원 및 벤처 전문가의 지도

하에 투자 거래, 평가를 작성하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

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서던캘리포니아 대학 및 실리콘밸

리의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투자 위원

회와 졸업생, 고문, 전문가, 기부자들이 참여하여 남부 캘리포

니아의 경제 혁신 및 기업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

3.2 샌디에이고 주립 대학 (San Diego

State University)

샌디에이고 주립 대학은 70개 이상의 센터와 기관들이 있으

며 이 기관들은 남부 캘리포니아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기

업, 대학교와 협력하고 있다. 창업교육은 파울러 경영대학

(Fowler College of Business)의 라빈 기업가정신센터(Lavin 
Entrepreneurship Center) 포함 3개의 센터에서 창업교육 프로그

램을 공동으로 운영 중이다. 미국 소기업 및 기업가 협회에 

의해 ‘2017 학부 창업 프로그램’과 ‘2018 GCED Nasdaq 우수 

기업가정신센터’, US 뉴스 & 월드 리포트 조사에서 상위 

10%의 비즈니스 스쿨로 선정되었다.

3.2.1 창업교육 과정 및 특징

라빈 기업가정신센터의 학사과정으로는 기업가정신 전공 

(Entrepreneurship Major), 비즈니스 관리 핵심과정 (Business 
Administration Core Course)을 운영하고 있다.

<표 3>과 같이 기업가정신 전공에는 기업가정신 기초부터 

기업윤리와 같은 마인드 함양, 비즈니스 인턴십과 같은 실무 

경험 과목까지 개설되어 있다. 선택과목으로는 다양한 해외시

장진입 방식의 이해와 글로벌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가족사업 관리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가족승계 계획을 위한 가족사업 관리 

(Family Business Management),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 기술을 익히는 사회적 기업가정신 (Social 
Entrepreneurship),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프랜차이즈 관리 

(Franchise Management)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표 3> Lavin Entrepreneurship Center 주요 교과과정

과정 교과명 세부 내용

기업가정
신전공 
필수과목

(Entrepren
eurship
Major)

비즈니스 통계 분석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통계 및 분석

기업가정신의 기초
기업가정신의 토대를 마련하고, 고객
을 정의하여 필요에 맞는 제품을 만들
며, 재무 관리의 기본 원칙을 이해

비즈니스 인턴십
비즈니스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의 실
무 경험을 통한 벤치마킹

기업 윤리 및 기업 
지배 구조

기업 윤리의 중요성 및 기업 구조에 
대한 탐색

사업 계획 개발
타당성 분석, 재무 필요 사항 등 사업 
계획의 모든 측면을 다룸

조직의 리더십
동기부여 및 효과적 의사소통과 협상 
방법

비즈니스 
관리 핵심 

과목
(Business
Administra
tion Core
Course)

- 비즈니스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 글로벌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기초
- 재무 기초
- 관리 및 조직 행동
- 운영 및 공급망 관리
- 마케팅
- 국제 비즈니스 전략 및 통합

출처: Lavin Entrepreneurship Center 홈페이지 재구성

3.2.2 창업지원 프로그램

3.2.2.1 Lavin Venture Start Competition

다학제 간 학생들을 통합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2
개의 Venture Start 워크숍에 참석하여 최종 비즈니스 모델을 

제출하게 된다. 그 다음 Lavin Venture Start Competition Finals
에서 경쟁하기 위해 4-5개의 팀이 선발되어 사업 아이디어를 

기업 패널들에게 발표하여 1, 2, 3등 수상자에게는 총 $900의 

현금이 지급된다. 

3.2.2.2 Lean Model Competition

국제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의 지역 예선 경기로 학부생, 
석사·박사 과정 등 모든 레벨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비즈니스 모델, MVP (Minimum Viable Product) 
를 구현하여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경진대회의 

최종 우승 팀에게는 $5,000의 상금이 주어진다. 

3.2.2.3 Lavin Start-Up Fund

학생 창업에 기본 자금을 제공한다. 기업가정신센터 이사, 
자문위원회 위원 및 교수진으로 구성된 자금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학생 창업기업에 대한 초기 단계의 자금을 지원함으로

써 시제품 제작, 제품 개발, 사업화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

원하여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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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Lavin Entrepreneurship Program

샌디에이고 법대와의 협업으로 변호사들이 창업가 학생들을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

생들은 무료 워크샵과 더불어 자본, 소유권, 지적 재산권, 고

용주 및 직원 관계, 세무, 재정 등과 같은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다. LEAP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법률 워크숍이다. 캠퍼스에서 법률 관련 워크숍을 

연다. 본 워크숍에서 다루는 주제에는 세금, 직원 채용 및 처

리, 지적 재산 보호, 파트너십 계약 등이 포함된다. 둘째, 법

률 클리닉이다. 법학과 학생들과 교류하여 법률에 대한 자문

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법률 상담이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1명 이상의 전문 변호사와 상

담을 할 수 있다. 넷째, 법률 서비스 (Duane Morris Pro-bono)
이다. 변호사들이 학생들의 법률문제에 대한 책임 여부를 평

가한다. 이 외에도 멘토 시스템, 여성 기업가 특강, 기업가 장

학금,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학사제

도들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3.3 플로리다 주립 대학 (Florida State

University)
 
플로리다 주립 대학 (Florida State University)은 주립 대학교 

최초의 독립된 기업가 대학인 짐 모란 기업가정신 대학(Jim 
Moran college of Entrepreneurship)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짐 모란 기업가정신 대학의 특징은 특정 산업

인 의류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과정은 상업적 기

업가정신 (Commercial Entrepreneurship), 사회적 기업가정신 

(Social Entrepreneurship), 소매 기업가정신 (Retail 
Entrepreneurship), STEM, 예술과 인문학 등과 같은 응용 분야

이며, 창업교육을 통해 다른 영역으로 기업가정신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3.1 창업교육 과정 및 특징

짐 모란 기업가정신 대학 (Jim Moran college of 
Entrepreneurship)의 학사과정은 상업적 기업가정신 (commercial 
entrepreneurship), 사회적 기업가정신 (social entrepreneurship), 
소매 기업가정신 (retail entrepreneurship) 3개의 전공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통 기업가정신 전공 핵심 과목은 <표 4>
과 같이 총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전공 중 공통되

는 과목을 제외하고 각 과정별로 차별화되는 과목들로 상업

적 기업가정신의 신제품 개발 (New Product Development), 사

회적 기업가정신의 사회적 영향 측정 (Measuring Social 
Impact), 전략적 팀 구축 (Strategic Team Building), 소매 기업

가정신의 섬유 과학 (Introduction to Textile Science), 머천다이

징 원칙·관리 (Merchandising Principles· Management)과목이 개

설되어 있다. 특히 소매 기업가정신 전공은 제품 개발 트랙 

(Product Development Track), 섬유 머천다이징 트랙 (Retail 

Merchandising Track)으로 의류산업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다.

<표 4> Jim Moran college of Entrepreneurship

주요 교과과정

과정 교과명

기업가정신 전공 
핵심 과목

(Core Requirements
for all

Entrepreneurship
Majors)

- 개인 재무(Personal Finance)
- 기업가정신 인턴십 준비

(Entrepreneurship Internship Prep)
- 기업가정신 도입 (Introduction to Entrepreneurship)
- 기업 회계지침(Entrepreneur’s Guide to Accounting)
- 시장전략(Go To Market Strategies)
- 기업가정신 인턴십(Entrepreneurship Internship)

출처: Jim Moran college of Entrepreneurship 홈페이지 재구성

3.3.2 창업지원 프로그램

3.3.2.1 InNOLEvation® Challenge

사업 아이디어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가서 고객들에게 검증하고, 고객 개발 및 린 스타트업 방식

을 적용하여 문제와 솔루션을 파악하고 고객이 검증한 비즈

니스 모델에 도달할 때까지 피벗하는 비즈니스 모델 경진 대

회이다. 
 
3.3.2.2 7 Under 30's

30세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7명의 성공적인 플로리다 주립

대학 졸업생들이 참가한다. 이 프로그램은 벤처 위크 기간 동

안에 진행하는데 성공한 창업자들은 사업의 동기와 성장시킨 

경험을 나누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예비창업자들과의 네트

워크를 형성한다. 
 
3.3.2.3 InNOLEvation® Project

기업가정신 학생 팀이 기존 기업 및 비영리단체와 협의하여 

새로운 문제를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린하우스 인큐베이터 (Greenhouse Incubator)를 통한 창업 공

동 작업 공간 지원과 교수진 및 멘토 1:1상담 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 위크 (Tallahassee Startup Week)를 통해 플로리다 주

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3.4 오클라호마 주립 대학 (Oklahoma

State University)
 
오클라호마 주립 대학은 스피어스 경영대학원의 기업가정신 

스쿨 (Spears School of Business School of Entrepreneurship)에
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학위 과정은 기

업가정신 전공&부전공 (Entrepreneurship Majors & Minors), 기

업가정신 MBA (MBA Concentration in Entrepreneurship), 기업

가정신 자격 (Graduate Certificate in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 박사 (Entrepreneurship, PhD in BADM) 과정으로 개설되

어 있다. 특히 기업가정신 학부과정은 프린스턴 리뷰가 뽑은 

미국 상위 25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꾸준히 선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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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창업교육 과정 및 특징

기업가정신 스쿨의 학부 과정은 기업가정신 전공&부전공 

(Entrepreneurship Majors & Minors)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교과과정은 <표 5>과 같다. 필수과목은 기업가적 마인

드 함양을 위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선택과목은 예술, 
여성, 사회적 기업가정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가정신과 사

업 시작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 및 기업 관리, 기업 운영, 비

즈니스 시작: 100일 등 사업 시작단계에 집중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 Spears School of Business School of

Entrepreneurship 주요 교과과정

과정 교과명

기업가정신 전공 
필수 과목
(Required
Course)

- 기업가적 사고와 행동
(Entrepreneurial Thinking and Behavior)

기업가정신 전공 
선택 과목
(Electives
Course)

- 여성&소수 기업가정신
(Women & Minority Entrepreneurship)

- 기업가정신과 예술(Entrepreneurship & the Arts)
- 기업가 마케팅(Entrepreneurial Marketing)
- 비즈니스 시작: 100일

(Launching a Business: The First 100 Days)
- 사회적 기업가정신1(Social Entrepreneurship)
- 소규모&가족 기업(Growing Small & Family Ventures)
- 상상력(Imagination)
- 미국의 기업가정신(Native American Entrepreneurship)
- 기업가정신의 독립 연구

(Independent Study in Entrepreneurship)
- 기업가정신의 딜레마&토론

(Dilemmas & Debates in Entrepreneurship
- 기업의 기업가정신(Corporate Entrepreneurship)
- 기업가정신과 신기술

(Entrepreneurship & New Technology)
- 전략 및 기업 관리

(Strategic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 기업가정신 계획(Entrepreneurship Initiative)
-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
- 기업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anagement for Entrepreneurs)
- 기업 운영(Operating an Entrepreneurial Firm)

출처: Spears School of Business School of Entrepreneurship 홈페이지 재구성

 

3.4.2 창업지원 프로그램

3.4.2.1 Pitch & Poster Competition

학생들이 90초짜리 엘리베이터 피치와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 포스터를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지원 분야

는 사회적 문제 해결,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앱 

또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신제품 개발과 제품 개발에 

지원할 수 있다. 
 
3.4.2.2 Donald W. Reynolds Governor’s Cup

Competition

시장 조사, 사업 계획 작성, 잠재 투자자들에게 프리젠테이

션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오클라호마주 전체 대학 비즈니

스모델 경진대회이다. 이 대회를 통해 학생 창업자를 발굴하

며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의 프로그

램으로는 기업가정신 클럽 (E-Club), 퇴역 군인 및 장애인을 

위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기업가정신 전공 학부생 및 대학

원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업가정신 장학금 제도를 운영

하며 학생 및 지역사회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3.5 드렉셀 대학 (Drexel University)
 
드렉셀 대학은 독립된 School  of Entrepreneurship 형태로 창

업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독립된 단과대학 형태로써 재정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설계와 교

수채용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드렉셀대학의 Charles 
D.Close School of Entrepreneurship은 높은 자율성 확보로 학사

학위부터 박사학위까지 운영되고 있다. 

3.5.1 창업교육 과정 및 특징

Close School of Entrepreneurship에서는 Entrepreneurship & 
Innovation전공 학사과정 (BA)은 3년 과정의 BA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다. 회사, 신생기업 또는 자영업 내에서 기업가로서 

생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

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성장을 관리하고, 자금을 확보하고, 가

족 회사를 관리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학습하고 있다. 
이외로 부전공을 통해 모든 Drexel 대학과의 학제 간 유연성

을 통해 기업가정신 실습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표 6> Charles D. Close School of Entrepreneurship

주요 교과과정

과정 교과명

기업가정신 전공 
핵심 과목

(Core Requirements
for all

Entrepreneurship
Majors)

- 기업가정신 실천 및 사고방식
(Entrepreneurship Practice & Mindset)

- 피치 잇(Pitch It!)
-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 기업가정신의 방법(Methods of Entrepreneurship)
- 국제 기업가정신(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 가족회사 경영방법(Dynamics of the Family Firm)
- 프랜차이즈(Franchising)

출처: Close School of Entrepreneurship 홈페이지 재구성

3.5.2 창업지원 프로그램

3.5.2.1 THE DREXEL CO-OP

Charles D. Close School은 창업 또는 성장을 위해 15,000 달

러를 벌 수 있는 기업가정신 협동조합 (CO-OP)을 제공한다. 
클로즈 스쿨은 많은 학부생들이 이미 그들만의 회사를 시작

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생회 내에서 이러한 기업가적 열정

을 장려하기 위해, Steinbright 진로개발센터와 협력하여, Close 
School은 모든 Drexel 학부 학생들에게 특정 회사와의 협동조

합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는 학

생들은 15,000달러의 벤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준비와 

매칭과정은 학생과 고용주에게 최상의 협동조합 경험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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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협동조합 체험에 참여할 학기를 결정

하여 진행된다.

3.5.2.2 Drexel University’s Startup Fest

스타트업 페스트는 매년 열리는 최고의 기업가정신 행사이

다. 음식 혁신(yum!)에 초점을 맞추고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인
큐베이터 대회, 학생, 직원 및 동창회 피치 대회, 드렉셀 학생 

창업자와 지역 음식 기업가들이 참여하는 기업가 엑스포가 

열린다. 강연자로는 쟁쟁한 필라델피아 식품 전문가와 미국 

내 대표 식품 기업가들이 있다. 

3.5.2.3 Drexel Startups Fund

Drexel Startups Funds 프로그램은 드렉셀 출신 동문 (Drexel 
alumni)의 후한 기부를 통해 설립되었다. Charles D. Close 
School of Entrepreneurship에 의해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Bayada 기업가정신 연구소를 통해 펀드를 제공한다. 기금 수

여자는 대학교 동문 네트워크의 멘토링, 인큐베이터 공간, 엔

젤 및 벤처 자금 소개에 접근할 수 있다.

3.6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은 대형 연구중심 대학이다. 4만 5
천명의 학생 수의 규모를 자랑하는 서부의 대표적인 사립학

교이다. Beall Center fo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에서는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부에서 BA과정은 운영

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학부와 대학원의 경계를 허물어 수료 

(certificate)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창업가의 관여 없이 전통적인 교수진만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부분 대학도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은 특히 동문 및 외부 창업가의 활용

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운영되며 이들의 참여가 직접 후원하

여 운영되고 있다. 

3.6.1 창업교육 과정 및 특징

Beall Center fo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에서는 석사과

정, 학부 인증제도, MBA 인증제도로서 창업교과목이 운영되

고 있다. 석사과정의 경우 3개 분기로 나누어 총 8개의 과목

과 1개의 선택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기업가정신부터 액셀

러레이팅 분야까지 포괄하여 제공하고 있다. 학부생의 경우 

인증제도 (Certificate i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를 통해 

실습 경험과 졸업 후 기회를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MBA 학생으로서 혁신 및 기업가정신의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7> Beall Center fo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주요 교과 과정

과정 교과명

석사과정
(Master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 린스트타업(Lean Startup)
- 마케팅(Marketing)
- 경영재무(Managerial Finance)
-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
- 경영 법(Business Law)
- EDGE(EDGE for Managers)
- MIE Pre-Accelerator

학부 인증제도 
요구조건

(Undergraduate
Certificate

Requirements)

- 새로운 벤처 : 기업가정신 과정(New Ventures: A
Course in Entrepreneurship)
- 린 스타트 업(Lean Startup)

MBA 인증제도 
요구조건

(MBA Certificate
Requirements)

-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 새로운 벤처 관리(New Venture Management)
- 벤처 캐피탈 및 프라이빗 에쿼티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 컨설팅 프로젝트
(Consulting Projects for Entrepreneurial Companies)

- EDGE(EDGE for Managers)

출처: UCI Center for Inn ovation and Entrepreneurship 홈페이지 재구성

3.6.2 창업지원 프로그램

3.6.2.1 New Venture Competition

7개월 동안 아이디에이션 (ideation), 기회분석, 시장진출전략, 
투자전략 등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스타트

업을 진행할 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이후 잠재적 사업아이디

어에 대한 준비를 통해 피칭대회를 진행하게 된다. 이 대회는 

모든 UCI학생, 교직원, 연구자 및 커뮤니티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 상금은 $100,000과 함께 사업에 필요한 경

영 컨설팅 등을 지원 받게 된다.

3.6.2.2 Entrepreneurship Series

기업가정신 세미나 시리즈는 기업가정신의 이론에 대한 특

강의 형태로 진행된다. 저명한 기업가와 업계 리더의 프레젠

테이션을 통해 참여자는 기업가로서 다양한 조직, 전략 및 재

정적 문제를 탐구하게 된다. 주요 주제로는 창업전략, 아이디

어 평가, 사업 계획 작성 및 벤처 캐피탈이다. 

3.6.2.3 UCI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Competition

UC Irvine의 생물 과학 대학원, 경영 대학원, 법학 대학원의 

대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경진대회를 진행하게 된다. 경진대

회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은 생물과학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

즈니스 전략을 계획하여 계약서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참여하게 된다. 해당 경진대회는 지적 재산권 법률 회사 

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 (WSGR)의 후원으로 운영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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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주립 대학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주립 대학은 중소 규모의 대학교로 

소규모 수업을 추구한다. 2010년 미국 중소기업 및 기업가 협

회 (USASBE)로부터 기업가정신 교육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 AACSB International로부터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한 

최상위 35개 글로벌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 또

한 기업가정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현재까지 $527,000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학위 과정으로는 기업가정신 전공 (BA 
in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부전공 (Minor in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 예술 부전공 

(Minor-Entrepreneurship in the Arts) 기업가정신 및 혁신 석사 

(MS in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기업가정신 MBA 
(MBA in Entrepreneurship) 등 다양한 학위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3.7.1 창업교육 과정 및 특징

인랜드 엠파이어 기업가정신센터 (Inland Empire Center for 
Entrepreneurship)은 학사과정으로 기업가정신 집중 학사 

(Concentration in Entrepreneurship(BA)), 경력 및 기술 기업가정

신(BS-Career&Technical Studies- Entrepreneurship), 자유 전공-기
업가정신 전문가 (BA Liberal Studies-Entrepreneurship Specialty)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 학습을 중점으로 다양한 선

택 과목을 들을 수 있으며,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전공

의 학생들과 협업하고 기업가, 멘토 및 동문과 네트워크를 구

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표 9> Inland Empire Center for Entrepreneurship

주요 교과과정

과정 교과명 세부 내용

기업가
정신 
필수 
과목

(Requir
ed

Course)

소규모 비즈니스 관리
(Small Business Management)

소규모 비즈니스 기업가를 
위한 관리
(인수, 위치, 법률, 재정, 세
금, 노사 관계 등)

신규 벤처 창업 기회 분석
(New Venture Opportunity

Analysis)

기업가의 역할, 아이디어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평
가 및 심사 프로세스

신규 벤처 창업 개발
(New Venture Development)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업가의 
역할 및 신속한 기회 분석,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확인 및 비즈니스 계획 설립

신규 벤처 창업 자원 요건
(New Venture Resource

Requirements)

기업가가 사용하는 전략과 
기술을 검토
(고문, 이사회, 소셜 네트워
크, 무형 자산과 같은 내부 
및 외부 자원 관리)

출처: Inland Empire Center for Entrepreneurship 홈페이지 재구성

<표 9>와 같이 기업가정신 과정 필수 과목은 소규모 비즈니

스 관리 (Small Business Management), 신규 벤처 창업 기회 

분석 (New Venture Opportunity Analysis), 신규 벤처 창업 개

발 (New Venture Development), 신규 벤처 창업 자원 요건 

(New Venture Resource Requirements) 4과목이며, 아이디어 개

발 및 기회 분석, 비즈니스모델 점검 등 사업 초기 시작 단계

를 위한 과목들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선택과

목으로는 비즈니스 컨설팅 (Business Consulting), 인적 자원 관

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전문판매 및 관리 

(Professional Selling and Sales Management), 소매업 (Retailing), 
경영 인턴십 (Internship in Management) 등이 개설되어 있다.

3.7.2 창업지원 프로그램

3.7.2.1 CSUSB Innovation Challenge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

되며 학생, 교직원, 졸업생 등이 참여할 수 있는데 각 팀에는 

최소 두 개의 서로 다른 전공으로 팀을 구성해야 하며, 
CSUSB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사람과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2개의 오픈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 공

유를 하고, $20,000의 상금을 지원한다. 

3.7.2.2 Spirit Awards

기업가정신 상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창업가에게 수여하며 16년째 이

어져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CSUSB의 기업가정신 연

구에 등록한 학부생 또는 MBA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

여 2004년 이후, 약 $170,000의 장학금을 다양한 학생들에게 

수여해왔다. 수상 기준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하

고, 리더십,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기업가정신과 비전 부분

으로 측정하여 수상하고 있다. 장학금은 기업가정신센터에서 

매년 가장 유망한 학생 기업가들에게 약 $10,000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에게 

$170,000 이상을 지원하였다. 교직원, 졸업생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들의 기부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을 졸업한 후 

학생들이 창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3.7.2.3 GreenPal Business Scholarship 등

다양한 기업가정신 장학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가정

신 클럽 (Up-Starters Entrepreneurship Club)은 창업 분야에 공

통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 동문 및 교직원을 통합하기 위

해 설립되었다. 구성원들이 자체 프로젝트를 실시하거나 기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경험이 많은 기업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

다.
이상과 같이 미국 7개 대학의 창업교육의 특징을 비교한 결

과는 <표 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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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미국 7개 대학 창업교육 특징 비교

대학명 주요 특징 창업교육 특징 비교과 특징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 마샬 경영대학의  
로이드 그리프트 
기업가정신 센터 
운영
- 기업가정신  학
사, 석사과정 개설

- 80개 이상의 강
좌 개설
- Course1~3
단계별 교육

- 학생, 교직원, 졸
업생 참여 창업아
이디어,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
- 보조금, 벤처 펀
드 프로그램을 통
한 지원

샌디에고
주립 대학

- 파울러 경영대학
의 라빈 기업가정
신 센터 운영
- 기업가정신  학
사, 석사과정 개설

- 기업가정신의 기
초, 기업윤리, 비
즈니스인턴십 등 
필수과목 개설

- 다학제 간 학생 
통합 경진대회
- 학부·석사·박사
과정 모든 레벨 
참여
- 스타트업 펀드,
법률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

- 주립대학 최초 독
립  짐 모린 기업
가정신 대학 운영
- 기업가정신  학
사, 석사과정 개설

- 의류산업 중심
(상업, 사회, 소매 
기업가정신)
- 회계, 재무, 시장
전략, 기업가정신 
인턴십 등 공통 
필수과목 개설

- 비즈니스모델 경
진대회
- 졸업생 창업자 
특강 시리즈
- 기업 및 비영리 
단체와 협업 프로
그램

오클라호마
주립 대학

- 스피어스 경영대
학의 기업가정신 
스쿨 운영
- 기업가정신  학
사, 석사·박사과정 
개설

- 기업가적 사고와 
행동 필수과목 개설
- 선택과목은 사업
시작단계의 집중

- 기업가정신 스쿨
의 라이타센터에
서 운영
- 오클라호마 주 
단위 경진대회
- 기업가정신 클
럽, 기업가정신 장
학금,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드렉셀 대학

- Close School of
Entrepreneurship
대학에서 독립적 
운영
- 기업가정신  학
사, 석사·박사과정 
개설

- 기업가정신 교과
목에 집중
- 학제간 연계를 
통해 부전공 운영

- 협동조합 참여
- 음식을 주제로 
한 경진대회
- 동문을 통한 보
조금, 벤처 펀드 
프로그램 지원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

- 석사과정 개설
- 학부인증제도 및 
MBA 인증제도 운영
- 동문 및 외부 창
업자의 활용을 통
한 교육 제공

- 경영일반 과목과 
기업가정신과목 
개설
-MIE Pre-Accelerator
로 경험에 집중

- 7개월간 교육,
경험, 경진대회를 
일괄적으로 진행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주립 대학

- 인랜드 엠파이어 
기업가정신 센터 
운영
- 기업가정신  학
사, 석사과정 개설

- 기회 분석, 자원 
요건 등 사업 초
기 단계 필수과목 
개설
- 다른 전공 학생
들과 협업
- 기업가, 동문들
과 네트워크

- 학생, 교직원, 졸
업생 참여 경진대회
- 기업가정신 상,
기업가정신 장학
금을 통한 지원

Ⅳ. 결론 및 토의

4.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미 창업교육 비교를 통해 향후 국내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 대학 창업교육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밥슨대학, 스탠포드대학 등은 대학 규모 및 창업 

예산 측면에서 국내 대학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

재한다. 따라서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기업가정신센터를 

기반으로 학부단위 기업가정신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

며 대학 특성에 맞는 창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7
개 대학을 선정하여 연구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미국 7개 대학의 사례를 통해 국내 대학에 적용할 창업교육

의 선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교과과정에 맞도록 지

역창업가, 동문 등을 통해 기술 분야, 사회혁신분야 또는 리

테일 산업처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원프로그램

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교

내에 기술이전사업부와 같이 특허 이전 및 관련 법률문제를 

처리해주는 기관(법학대학 등)의 협력이 필요하며, 기술력의 

원천인 공대의 협력 등을 이용하여 대학 주도적인 창업교육

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학은 정부 주도의 창업교육 

생태계가 형성되어 운영·지원되고 있으나, 미국 대학의 경우 

대학 자체적으로 주도하여 창업교육 교과과정 그리고 창업지

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창업교육과정은 대학의 특성

에 맞는 교과과정과 부교과과정의 종류, 운용형태 등을 상황

에 맞도록 적절한 조합이 중요하다(Duval-Couetil, 2013). 
둘째, 국내 대학 내 독립적인 센터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

다. 국내 대학은 정부 예산지원을 통해 각 대학의 창업교육센

터, 창업지원단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미국 대학의 경우 자

체적인 교비를 통하여 독립적인 대학 내 센터를 설립하여 운

영되고 있다. 또한, 미국 대학에서 중요한 예산확보는 동문 

및 지역, 기업의 기부이며, 이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으나, 국내 대학의 창업지원제도와 창업교육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로 인해 정부의 평가와 행

정 기준에 맞추는 운영으로 인해 대학의 특성화가 훼손되고 

있다. 국내 다수의 대학이 교수의 일원제 리더십에 창업센터

를 맡지만 실제로 펀드레이징 및 아웃리칭의 역할을 ‘산학협

력단’이라는 학교 측 기구와 협력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창업

센터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는 창

업센터 외부 기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장용석, 2019). 미국 대학 캠퍼스 생태계의 경계는 아래 <그

림 2>와 같이 지역/도시 부분과 완전히 맞물려 있다. 예를 들

어, 지역 경제 기관의 대학 파트너는 특정 정책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운영은 종종 정부 정책이나 지방 예산 편

성 규칙에 의해 제약되어 학생이나 교직원의 자유재량을 제

한할 수 있으나, 실제로 외부 기관이 대학과 협업을 하는 이

유 중 하나는 대학의 자유와 개방성 때문이다(Miller & Ac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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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iller, D. J., & Acs, Z. J. (2017). The campus as entrepreneurial
ecosystem: the University of Chicago.

<그림 2> 미국 대학 캠퍼스 생태계

셋째, 지역창업가들과 연계하여 창업 실습의 기회가 제공되

어야 하며, 창업에 성공한 동문의 사례를 수집하여 롤 모델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대학의 창업교

육은 대학-산업의 파트너십 구축, 기업가정신 학위 과정의 운

영 그리고 대학의 학과 간의 협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내 

대학의 창업교육의 경우 강사 및 컨설턴트, 심사자 등 제반 

인력에 대한 비용을 주로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지급하며, 
외부 인력을 창업교육의 주요 당사자로서 운영하고 있다. 그

러나 미국 대학의 경우 교내 교수 및 연구원, 동문, 지역 내 

전문가 및 창업가 등의 사회봉사 차원의 참여를 통해 창업교

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미국 대학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이며, 독립적인 성격으

로 운영되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 대학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기반 전문가 풀을 구

축하여 협업을 통해 운영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주로 정부지

원을 통한 능동적이지 않은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 국내 대학은 전문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창업교육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동문과 현장 창업가들의 네트워크를 형

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대학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동문과 지역창업가들의 역동적인 참여는 한국 대학에서 보기 

드문 경우이다. 외부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창업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Hynes 
& Richardson, 2007). 창업교육은 다른 학제와는 달리 현장의 

경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교수-학생-교과과정으로 이뤄진 전통

적 개념의 대학교육으로는 부족하다. 
넷째, 독립적인 센터를 중심으로 동문, 지역 창업가들의 활

발한 참여를 이끌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운

영 되어야 한다. 미국 대학의 기업가정신 과목 개설의 형태를 

보면 센터를 중심으로 학부, 석사, 비교과 프로그램이 관리되

어 운영되고 있으며, Drexel대학의 경우는 실제 창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형태로 벤처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로 인턴십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실전 창업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커리큘럼은 창업 초기 단계를 중심으로 이론과

목 위주로 개설되어 있으며, 실습과목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실습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각 대학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미

국 창업교육의 경우 교과과정의 핵심적 특징은 대학원에서는 

박사보다는 석사과정이, 학부에서는 전공과정보다는 부전공과

정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문 및 지역 창

업가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멘토링이 제공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이 고성장 학생 창업이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학교, 대학, 도시, 지구촌의 사람들과 학생

들을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대학의 기업가정신과 혁신 생태계

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기업가적 노력을 추

구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기회, 다양한 네

트워크 및 인적, 기술적, 경제적 자산에 대한 접근 할 수 있

도록 제공하고 있다(Miller & Acs, 2017).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미국 대학교의 창업교육, 창업보육,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교육, 지역연계, 창업 지원 등이 함

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경우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습형 

강좌 수는 30%만을 차지하고 있다(이성호 외, 2020). 또한, 국

내 대다수의 대학교에서는 창업교육, 창업 경진대회, 창업동

아리와 같이 동일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비슷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대학 특성에 맞는 창업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질적인 성장 동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5.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미국 대학 7개를 비교 분석한 것으로 대학별 규

모, 전공 개설 현황, 지역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대학 내 학사제도 및 인

사제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대학별 창업교육의 특징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와 지속적인 사례 및 표본수를 확대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양적 연구도 필요하

다. 제시된 대학의 사례연구를 통해 미국 대학 창업교육의 다

양한 특징을 탐구할 수 있는 일차적인 분석의 역할을 수행하

였다. 사례연구는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고 종종 이론구축에 사용된다

(Gerring, 2004; Miller & Acs, 2017). 이를 통해 대학 창업교육

의 올바른 설계 방향과 각 대학 특성이 반영된 체계적인 창

업교육의 설계가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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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Programs in American Universities: Focusing on

Major Entrepreneurship Centers in 7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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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start-up education curriculum and start-up education programs of seven universities in the U.S. to find out 
what courses are provided, what various programs exist, and what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 education in each university ar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Drexel University / Oklahoma State University / Florida 
State University / San Diego State University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where entrepreneurship education based on the 
Entrepreneurship Degree Course is being established based on the Entrepreneurship Center of seven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not well introduced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how the start-up education courses and start-up support systems at seven universities in the U.S. are progressing 
at the undergraduate, MBA, master's and doctoral levels, and comparative levels. Through the case studies of the universities presented, 
the primary analysis was carried out to explore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American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The implications of 
start-up education at American universitie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for universities to take the initiative in providing 
start-up education, they should be organized to suit the course of start-up education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ies and 
introduce support program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center within domestic universities to be operated 
autonomously. Third, the start-up education of universities should include building university-industry partnerships, operating 
entrepreneurship degree courses and collaboration between departments of universities. Fourth, the independent center should lea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lumni and local start-ups and start-up-related programs should be operated based on this. Fifth, Differentiated 
programs for each university's characteristics should be introduced and applied to universities. Although case studies have limitations that 
cannot be generalized, they can provide a useful framewo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sign a systematic start-up education that 
reflects the correct design dir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each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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