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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ep-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stablishe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as variable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ased on Social Identity Theory and, 
as factors affect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established Narcissism, 
Self-compassion and Career ambi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based on self-affirmation Theory. In order 
to verify research hypotheses, 358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prep-entrepreneurs were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narcissism and self-compassion has 
a positive effect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cond, career ambi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public 
self-consciousness. Thir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has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s the outcome of Mediating effec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self-compassion, career 
ambi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s study has a meaning in that it confirmed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ep-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its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based on the stud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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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창업가는 ‘서양의 새로운 문화  웅(new cultural 

hero of the Western world)’으로 두되고 있으며

[Anderson and Warren, 2011], 경제 , 사회 으

로 막 한 과제에 직면한  사회에서 성공하기 해

서는 창업을 장려하는 것이 요해졌다[Obschonka 

et al., 2010].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국내 자 업자 규모는 2013년 565만 명으로 

체 근로자  2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창업률은 28.2%로 OECD국가의 자 업자 비율인 

16.1%에 비해 높은 수 이다[Jung, 2015]. 이  처

음 창업하는 사람은 69.4%이며, 재 창업은 30.6%로 

나타났다. 성별의 비율은 남성이 61.2%로 여성 38.8%

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 다[Kim, 2019]. 이와 같은 

상을 설명하기 해서는 다수의 자 업자들이 창업을 

선택하는 이유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

이 창업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해서는 창업의도

에 미치는 선행요인에 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Neneh, 2019]. 이에 본 논문은 창업의도에 향을 

미치는 창업가 개인의 심리  특성 요인에 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수의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창업가가 되기를 희

망하고 있다[Mahto and McDowell, 2018]. 창업

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창업을 하는 이유로 ‘창업하여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라는 답이 

3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2019]. 

이는 많은 언론에서 창업가를 신화  웅이나 한 

인물로 묘사를 하 으며, 성공한 창업가의 요성에 

해 강조한 것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로 작용하 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Mahto and McDowell, 2018]. 

반면 한 조사에 의하면 창업에 한 심이 있는 사람들 

에는 재정 인 지원이나 다양한 자원의 부족으로 인

해 창업가의 꿈을 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Mahto and McDowell, 2018].

한, 창업과 련된 여러 특성들은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인 능력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Gupta et al., 2009; Hsu et al., 2016; Hsu et 

al., 2019]. 를 들면, 창업자 의 확보의 어려움, 창

업에 한 반  지식, 능력, 경험의 부족, 창업 실패 

 재기에 한 막연한 두려움, 창업가에 한 부정  

사회 분 기, 창업 성공하기까지의 경제 활동(생계유

지)문제, 지인(부모, 친척, 친구, 선후배)의 만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 다

[Kim, 2019]. 이에 학자들은 왜 사람들은 창업의 높은 

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창업가가 되기로 결심하는

가에 한 심리  이해에 해 많은 심을 보이고 있다

[Asante and Affum-Osei, 2019]. 그럼에도 아직

까지 가 창업가로서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연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De Pillis, 1997]. 따라

서 창업의도에 향을 주는 창업가 개인의 상태와 특성

(traits and characteristics)에 해 탐색하는 것

은 매우 요하다[Caliendo et al., 2014; Tett et 

al., 2003]. 

최근 창업가 정신 연구들은  인지, 동기부여, 감정, 

 정서를 포함하는 심리  요인과 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Baum et al., 2007; Walsh and Cunningham, 

2017]. 를 들면, 감정과 기분[feelings and moods: 

Baron, 2008], 사  지식[prior knowledge: Shane, 

2000], 인  자본[human capital: Bhagavatula, 

Elfring, and Van Tilburg, 2010]  인지 로세스

[cognitive processes: Grégoire et al., 2010]등의 

속성들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창업가 행동 연구

에서도 창업가가 되도록 동기부여하는 심리  특성이 있

다고 하 으며[Chatterjee and Das, 2015], 개인의 

특성(personalities)과 사업 설립에 한 행동 연구 

역시 심리  특성이 개인에게 기업을 설립하도록 자극한

다고 주장 하 다[Espíritu-Olmos and Sastre-Castillo, 

2015]. 그럼에도 개인의 심리  특성에 한 연구의 

한계  의 하나가 기존의 연구 상이 된 심리  특성

이 창업과정에 왜 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향을 미치

고 있는지에 한 이론  틀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Gartner, 1989; Obschonka et al., 2010]. 그 

이유는 창업가 정신 학자들과 정책자들이 주로 개인의 

커리어를 추구의 한 방법의 하나로서만 창업가의 창업결

정 과정에 을 맞춰 연구해 왔기 때문이다[Neneh, 

2019; Zahra, Wright, and Abdelgawad, 2014]. 

그 결과 학자들은 창업가의 성격이 커리어 결정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Asante and Affum-Osei, 

2019], 결론 으로 창업을 진하는 노력과 연구의 결과 

간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다[Mahto and McDowel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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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창업가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창업의도

를 야기하는 심리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Li, 2000], 

개인의 심리  특성은 창업의 성공을 측하는 간역

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행동 지향 (계획, 목표  

략)이다[Rauch and Frese, 2000]. 한, 개인의 심

리  속성은 창업가의 의사결정의 질에 깊은 향을 미

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Asante and 

Affum-Osei, 2019] 개인을 창업가로 변화시키는 

요한 기반이 된다[Begley and Boyd, 1987]. 따라서 

창업의도에 향을 미치는 창업가 개인의 상태와 심리  

특성에 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Caliendo et al., 

2014; Neneh, 2019; Tett et al., 2003]. 이에 본 

연구는 창업가의 심리  특성 요인들[Chatterjee 

and Das, 2015]과 창업의도[Hsu et al., 2019]의 

계를 설명하기 해 사회 정체성 이론과 자기 가치 확

인이론을 연구의 틀로써 용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에 근거하여 창업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

심리자본과 공  자의식을 제안 한다. 창업가의 동기부

여의 형성을 이해하기 해서는 먼  인간 행동의 기본

이 되는 정체성[Ashforth and Schinoff, 2016]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Mahto and McDowell, 

2018], 정체성 이론을 용하면 개인의 생각, 감정, 신

념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가로서의 정체성을 설

명할 수 있다[De la Cruz, Jover, and Gras, 

2018; Rosenberg, 1979]. 특히, 사회  정체성은 

창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창업가들 간의 차

이를 설명하는데 활용되는 이론으로써[De la Cruz, 

Jover, and Gras, 2018], 자기(자아) 개념과 자신

이 속해 있는 집단 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이론이

다[Tajfel and Turner, 1986]. 사회 정체성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직업, 책임, 조직뿐만 아니라 일과의 상

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틀로 사용되고 있다[Korte, 

2007].

사회 정체성이론이란 개인은 개인 이고 독립 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 인 정체성을 가지

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한 개인은 자신이 집단의 

구성원임을 인식함으로써 사회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집단 안에서 개인은 ‘나는 구인가’에 한 정체성을 

찾는 것을 말한다[Tajfel and Turner, 1986]. 개인

은 자신의 사회 정체성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으로 여

러 가지 요인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에 해 일 되고 강력한 설정할 수 있다

[Mahto and McDowell, 2018]. 실제로 창업가와 비 

창업가는 서로 다른 성향의 모순 인 정체성(par-

adoxical identities)을 가지고 있으며[Anderson 

and Warren 2011; Yitshakia and Kroppb, 

2016], 높은 정체성은 창업가 정신을 발휘할 가능성을 

매우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Murnieks et al., 2014; 

Yitshakia and Kroppb, 2016]. 사회 정체성은 창

업가가 새로운 기업 설립과 성장  매각에 이르는 창업

의 모든 단계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가 자신이 

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하기 싫어하는

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Down and Warren, 

2008]. 이를 근거로 창업가의 사회 정체성과 련된 

정심리자본과 공  자의식의 두 가지 심리  특성 변

인을 제안한다.

정심리자본의 4차원[자기 효능감, 희망, 낙 주의, 

회복력]은 통합 으로 실행됨으로써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에 도움을 되는 동기부여 성향으로 정 인 심리

 발달을 나타낸다[Luthans et al., 2010]. 이는 

사회 정체성 이론의 핵심  하나가 개개인의 자아를 

정 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 정체성 수 에 따라 자아에 한 정 인 

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Tajfel and Turner, 1979; White et al., 

2018]. 한, 정심리자본은 ‘개인은 구인가(who 

an individual is)’와 ‘ 가 될 수 있는가(who s/he 

can be)’와 같이 자기 인식과 련이 있는데[Aliyev 

and Karakus, 2015; Luthans et al., 2007], 사

회 정체성 이론에서도 사회정체성을 통해 ‘나는 구 인

가’와 같은 자신에 한 답을 찾는다고 하 다. 이와 같

이 정심리자본은 사회정체성의 핵심인 정 인 동기

부여 성향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기인식과 련이 있다. 

따라서 공  자의식의 수 이 높은 사람은 ‘사회  자기

(social self)’에 집 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요시 한다는 [Cheek and Buss, 1981]과 공 으

로 나타나는 자기에게 집 한다는 [Scheier and 

Carver, 1985]에서 사회 정체성과 련이 깊다. 

사회 정체성 이론은 사회 심리학 이론에 뿌리를 둔 

사회  인식을 으로 집단 과정, 집단 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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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기(social self)를 설명하는 이론이다[Guo 

et al., 2019; Hogg et al., 1995; Tajfel, 1974]. 

사회 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이 한 인상을 

 것이라고 믿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 하려고 한다고 

하 다[Burnkrant and Page, 1982]. 이는 개인

이 가정하는 정체성은 개인, 사회  문화와의 상호 작

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Down and Warren, 

2008]. 즉, 타인에게 주는 자신의 인상에 심을 가지

는 사람들은 공  자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Fenigstein, 1979]. 

둘째, 자기 가치 확인이론(self-affirmation Theory)

에 근거하여 나르시시즘, 자기자비, 커리어 야망의 세 

가지 변인을 제시한다. 창업가가 지닌 개인의 가치와 

동기에 한 더 깊은 이해를 해서는 창업가가 스스로 

요하게 여기는 모든 유형의 가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

다[Gillin and Rushworth, 2005]. 왜냐하면 창업

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긴 과정이기 때문에[Knight, 

2002; McGee et al., 2009; Moroz and Hindle, 

2012] 창업가가 스스로 자기 가치 확인을 하게 되면 

자기 개념을 하는 여러 요인으로부터의 부정 인 

향을 일 수 있게 된다[Armitage and Rowe, 

2011; Crocker et al., 2008; Haddock and Gebauer, 

2011; Kumashiro and Sedikides, 2005].

자기 가치 확인 이론[Steele, 1988]은 사회 심리학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론이다[Haddock and 

Gebauer, 2011; Sherman and Cohen, 2006]. 

자기 가치 확신 이론이란 통합된 자기개념을 유지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는 이론으로써, 자신의 요한 이미

지에 이 가해졌을 때,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해 인 정보에 해 정 이고 도덕 이며, 

응 으로 반응하여 자신의 진실성을 유지하도록 동기부

여 하는 것을 말한다[Armitage and Rowe, 2017]. 

자기 가치 확인은 사람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표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Arnout et 

al., 2019]. 즉, 개인이 어떤 사건으로부터 자신의 감

정, 생각, 의견  태도에 해 부당한 우나 평가를 

받게 되었을 때, 공격 이지 않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

는 것이다[Arnout et al., 2019]. 

자기 가치 확인 이론가들[Steele, 1988; Tesser, 

1988]은 개인은 구나 정 이고 반 인 자기 평

가(self-evaluation)에 한 필요성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 다. 자기가치 확인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자

기가치(self-worth)와 존엄성(integrity)을 유지하

고 싶어 하며, 자신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

지나 신념 는 존엄성에 한 을 받을 때, 손상된 

자아와 자기가치를 회복하기 해 을 받은 역과 

련되지 않은 자신의 요한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고 하 다[Steele, 1988]. 그 다고 자기 가치 확인이 

단순히 자신에 해 정 인 개념을 갖거나 자신의 강

  장 만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직면한 

을 완충시키고, 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심리  

자원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Steele et al., 1993]. 

자기 가치가 손상되는 상황이나 경험에서 스스로 자기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도록 도우며, 부

정 인 상황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심리  힘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창업가의 자기 가치 확인 추구와 련이 

있는 세 가지 심리  특성 변인을 제안한다. 먼  나르

시시즘은 자신감, 자기 의존성, 창의성[Grijalva and 

Harms, 2014]과 같은 자신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있

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의 측면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성

공 인 창업가의 역할과 련된 자신의 가치를 잘 표

할 가능성이 높다[Anglin et al., 2018]. 한, 나르

시스트들은 자기 가치 추구를 충족시키기 해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극 으로 교류를 강화하는 방법을 

활용한다[Morf and Rhodewalt, 2001; Kollmann 

et al., 2019]. 이와 같은 방법은 자기 가치 확인을 통

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유지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

하도록 돕기 때문에 가장 요한 심리  기술  하나이

다[Arnout et al., 2019]. 

다음으로 자기 자비는 일상생활의 부정  사건들이

나 고통스러운 사회  경험들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

다[Leary et al., 2007]. 자기 가치 확인 역시 개인의 

자아 향상과 더불어 자아 에 처하도록 유도하며, 

자기 자신에 한 정 인 견해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

할을 한다[Sherman and Cohen, 2006; Tesser, 

2000]. 창업가에게 자기 자비가 필요한 이유는 창업과정

에서 심리  은 항상 존재( : 약간의 실패  부정  

경험)하기 때문에 인 상황에서 잘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가치 확인은 그러한 에 의해혼

란을 겪는 사람들이 자기 타당성(self-adequacy)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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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역할을 하며[Cohen and Sherman, 2014], 

자기 타당성과 같은 요한 개인  가치의 확인은 자기 

자비의 느낌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Lindsay and 

Creswell, 2014]. 이는 자기 가치 확인이 자아 에 

처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Baumeister et al., 1993], 심리  안락함을 유발

하는 것이다[Arnout et al., 2019].

마지막으로 커리어 야망은 창업가 정신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며[Down and Warren, 2008], 야망의 핵

심은 자기 가치 확인과 인정을 필요로 한다[Barsukova, 

2015]. 이를 해 야심 찬 창업가는 사회 으로 가능한 

많은 가치를 창출을 함으로써[Hermans et al., 

2015], 창업가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커리어 야망을 통해 자기 가치 확인을 하게 되면 자아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고, 미래에 개인 이나 경제 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 삶의 목 의식이 확장되기 때문에 장기 계획 

수립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어 고차원의 개인 , 직업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Côté and 

Schwartz, 2002]. 즉, 자기 가치 확인은 개인에게 자

부심[Burke and Stets, 1999; Erez and Earley, 

1993; Murnieks, 2007]을 갖게 하며, 정  향

을 증가[Burke, 2004; Stets, 2004]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창업가 개인의 특성과 련된 요한 가치

는 창업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창업가로서 

자기 가치 확인과 련한 심리  특성 변인인 나르시시

즘과 자기자비, 커리어 야망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본 연구의 목 은 비 창업가의 심리  특성이 창업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임을 검증하고자 한

다. 이를 해 창업가의 심리  특성 변인으로 자기 가

치 확인 이론을 근거하여 나르시시즘, 자기자비, 커리어 

야망을 제안 하 으며, 사회 정체성 이론에 의하여 정

심리자본과 공  자의식을 제안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비 창업가의 심리  특성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창업

가의 심리  특성과 련한 실증 연구의 이론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사회 정체성 이론과 자기 가치 확인 이론

을 실증분석을 통해 이론  틀을 검증함으로써 창업가 

정신 연구의 확장에 이론  기여를 할 수 있다. 한 

비 창업가의 창업의도를 높이기 한 효과 인 교육 

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분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이론  배경  가설

2.1 정심리자본

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은 

자신의 능력과 신념을 나타내는 것으로써[Contreras 

et al., 2017] “개개인의 정 인 심리 발달 상태”로 

정의된다[Ugwu and Okojie, 2016, p. 5]. 정심

리자본은 ‘나는 구인가?’와 같은 자기 인식과 련이 

있는데[Aliyev and Karakus, 2015; Luthans et 

al., 2007],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자기 개

념을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Mikko Vesala et al., 

2007]. 자기 개념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자

신의 능력이나 심리  자질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Norman et al., 2010], 창업가는 자신의 

뚜렷한 자기 개념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려고 한다[Sieger et al., 2016]. 이에 사회 정

체성 이론에서는 자기 개념을 상 으로 비교할 수 있

는 다양한 인식의 특성과 자질, 능력뿐만 아니라 심리  

특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 다[Norman et al., 

2010]. 이러한 이유로 Combs et al.[2012]는 개인

의 정체성 강도와 정심리자본 간에 정 인 계가 

있다고 주장하 다[Newman et al., 2014]. 

Luthans and Youssef-Morgan[2017]은 정

심리 자본을 ‘내부의 웅(HERO within)’이라고 하

는데, 정심리자본이 불확실하고 험한 환경에서 

개인의 성공을 돕는 개인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

다[Avey et al., 2010; Ugwu and Okojie, 2016]. 

따라서 정심리자본은 창업가가 되기 해 사업을 시

도하고 유지시키는 데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Baron et al., 2016; Bockorny and Youssef-Morgan, 

2019]. 를 들면, 정심리자본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인  자본이나 창업 자 과 같은 형태의 투입보다 사업

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Baluku et al., 2016]. 

Luthans and Youssef-Morgan[2017]은 정

심리 자본을 ‘자기 효능감, 낙 주의, 희망, 복원력 등의 

4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 으며[Baluku 

et al., 2018], 각 차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자신감을 가지고(자기 효능감) 도  과업에서 성공하기 

해 필요한 노력, [2] 재와 미래의 성공에 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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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견해(낙 주의), [3] 성공하기 한 목표(희망)로의 

길과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나아가고 필요할 때 방향의 

환, [4] 문제와 역경에 직면했을 때, 성공을 성취하기 

해 지지하고 탄력을 회복 (복원력)하는 것”[Luthans 

et al., 2015, p. 2]이다. 즉, 정심리자본의 4가지 

차원은 노력과 끈기를 가지도록 동기부여 하는 공통 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 확률과 상황에 해 정 으로 평가

를 내리도록 돕는 자원들로 이루어져 있다[Bockorny 

and Youssef-Morgan, 2019]. 따라서 정심리자

본의 4가지 차원은 상호작용을 통해 통합 으로 사용될 

때 시 지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Baluku et al., 

2018; Luthans and Youssef-Morgan, 2017]. 

정 심리자본은 주로 조직 행동, 인  자원 리 분

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창업가 

정신의 분야에서도 연구가 시작 되고 있다[Anglin et 

al., 2018; Baron et al., 2016; Luthans et al., 

2007]. 를 들면, Baron et al.[2016]은 은 창업

가는 평균 이상의 정심리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

으며, 높은 정심리자본은 창업가의 스트 스를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 Anglin et al.[2018]

의 연구에서 Kick-starter의 1726개의 크라우드 펀

딩(crowd funding)캠페인을 조사한 결과 정심리

자본을 달하는 창업가가 우수한 모  활동을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erson et al.[2009]는 기존 

기업  창업기업의 CEO가 지니고 있는 정심리자본 

에서 희망, 낙 주의, 탄력성이 높은 CEO가 더 신

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주장하 다.

창업가 정신 연구에서 정심리자본에 한 심은 

증가하고 있지만[Baluku et al., 2016; Zou et al., 

2016], 아직까지 창업가를 상으로 한 정심리자본

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Baluku et al., 2016; Memili et al., 2013]. 특

히, 정심리자본과 련한 다양한 변수에 한 연구는 

부족하며, 정심리자본을 설명할 수 있는 폭 넓은 변수

로서의 역할을 검토하는 연구모델에 한 체계 인 연

구는 매우 필요하다[Jin, 2017]. 

2.1.1 나르시시즘과 긍정심리자본

나르시시즘(Narcissism)이란 개인이 자신의 능력

에 한 을 확장시키고[Campbell et al., 2011], 

자신은 특별하며,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르시시즘의 주요 특징은 자기사랑(self-love), 

과장된 자아상(inflated self-view)에 한을 을 

가지는 것이다[Foster and Campbell, 2007; Wu 

et al., 2019]. 그러나 학자들은 나르시시즘이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 심리 으로 도취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

하는 아니라 ‘정상 인(normal)’ 심리  하나로써

[Miller and Campbell, 2010], 성인의 발달에 필수

라고 하 다[McNeal, 2007]. 즉, 나르시시즘은 정

이고 건강한 심리  특성과 련이 있기 때문에

[Raskin and Novack, 1989], 나르시시즘이 높은 경

우 정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Rhodewalt 

et al., 1998]. Masterson[1981] 역시 건강한 나르

시시즘(Healthy Narcissism)이 건강한 응에 필

수 이라고 주장하며,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없다면 개

인은 자기 존 감, 자기주장, 심사, 이상, 야망 추구

에 필요한 정 인 감정을 가진 자신을 표 할 수 없다

고 하 다[McNeal,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도 비 

창업가의 나르시시즘을 자기존  표 을 한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라는 정의에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

다.

최근에 나르시시즘은 임상, 사회  성격, 산업 조직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Foster and Campbell, 2007; Gentile et al., 

2013], 이는 나르시시즘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성향과 

특성 때문이다. 나르시시즘을 지닌 개인은 일반 으로 

자신의 능력에 한 객 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Campbell et al., 2011],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

람들은 상반되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미래에 다른 사

람들보다 자신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Mathieu and St-Jean, 2013; Wu et al., 2019]. 

를 들면, Brookes[2015]의 연구에서 높은 수 의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에 해 높은 신뢰 수 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나르시시스트들은 행동의 기본 동기를 

자기 향상의 추구와 자신이 특별하다는 의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Campbell et al., 2004; Mathieu and 

St-Jean, 2013]. 를 들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

을 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해 높은 자신감과 

신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에 높은 사람들

은 개인 인 목표를 추구하는데 강한 동기부여를 하며, 

자기 향상과 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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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능숙하다[Do and Dadvari, 2017; O’Boyle, 

2012; Wu et al., 2019]. 

반면, 나르시시즘은 고 험 성향의 행동과 련이 있

기 때문에[Foster et al., 2009; Lakey et al., 

2008] 기업을 창업하는 행동에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고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사람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상당한 자신감[Busenitz and Barney, 1997]과 

험 감수성에 한 욕구가 확실히 반 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Grijalva and Harms, 2014; Stewart et 

al., 1999]. 를 들면, 나르시시즘의 성향은 창업가에

게 동기부여 하는 역할을 하며[Kets de Vries, 1996; 

Grijalva and Harms, 2014], 나르시시스트 창업가

들은 투자  확보를 해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확신시키는데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glin et al., 2018]. 

나르시시즘과 정심리자본의 하  요인과의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르시시즘은 새로운 경력을 성

공시키데 향을 미치며, 나르시시즘과 경력 성공의 

계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이 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irschi and Jaensch, 2015]. 한, 나

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한 신

뢰가 높으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자기 효능감을 

잘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okes, 2015]. 한

편, Sedikides et al.[2004]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심리  건강  복원력과 연 이 있기 때문에 정 인 

성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 다. Farwell 

and Wohlwend-Lloyd[1998]는 높은 나르시시스

트들은 정 인 성과와 련이 있으며, 이는 낙 주의

와 연 되어 있다고 보고하 다. 즉, 높은 나르시시스트 

성향 자는 확고한 자기 확신과 우월성[Emmons, 

1987]으로 인해 자신의 결정이 정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 인 기 를 한다는 것이다[Buyl et 

al., 2019; Gerstner et al., 2013]. 

지 까지 창업가를 상으로 한 나르시시즘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Mathieu and St-Jean, 2013], 

정심리자본과 련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나르

시시즘은 정심리자본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한다.

H1: 나르시시즘은 정심리자본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2.1.2 자기자비와 긍정심리자본

자기자비(Self-compassion)는 개인이 부 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스스로에게 친 하게 

하고, 보편  인간의 에서 삶의 한계를 수용하고, 

고통이나 실패로 인한 부정  감정을 억압하거나 후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Neff and Beretvas, 2013]. 

자기자비는 자신의 고통에 공감하고 회피하지 않고 열

린 마음으로 고통을 감소시키기 해 친 한 태도로 자

신을 하고자 하는 욕구이다[Neff, 2003b]. 즉, 삶에

서 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를 되돌아 으로써, 

방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  자기상을 유지

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스스로를 바람직하고 우호 으

로 지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Haddock and 

Gebauer, 2011]. 이와 같은 자기 가치 확인은 자아가 

 받는 상황에서 완충시키거나 처자원으로 작용될 

수 있다[Steele and Liu, 1983; McQueen and 

Klein, 2006]. 

자기자비(SC)는 자기친 (self-kindness), 보편  

인간성(common humanity), 마음챙김(mindfulness)

의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Neff, 2003a; 

Neff and Beretvas, 2013]. 첫째, 자기친 은 가혹

한 단과 자기비 보다는 자기 친 의 확장과 자신에 

한 이해를 말하며, 둘째, 보편  인간성은 부정  경

험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은 자신만 경험을 하는 것이라

고 생각하고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인간이면 구나 

같은 상황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인식함으로 타인

들과의 유 감을 지속 으로 유지하는 것, 셋째, 마음챙

김은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들을 회피하거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 로 찰하는 것이다[Neff, 2003b]. 이

러한 구성 요소들은 서로 상호 작용하여 자기 마음을 

바로잡는 새로운 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Neff, 

2003a, 2003b; Sabaityt  and Diržyt , 2016]. 

이와 같이 자기 가치 확인이 잘 이루어진 개인일수록 

인 상황에서 을 완충시키고, 으로 인해 

분리될 수 있는 개인의 심리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된다[Steele et al., 1993].

자기자비의 본질 인 심은 성장과 변화를 한 강

력한 동기부여의 힘을 제공하는 것이다[Neff, 20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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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비로운 개인은 자신의 약 을 인

정할 때, 더 나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 다[Breines 

and Chen, 2012; Wong et al., 2019].

를 들면,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수행이나 외부 

기 에 한 독립 이고 정 인 자기 평가를 통해 여

러 성취 상황에서 숙달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Neff et al., 2005]. 

반면, 자기 자비는 자신의 경험에 한 부정 인 면

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  경험에 

한 비  인식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정  감정도 

수용할 수 있게 한다[Neff, 2009; Sabaityt  and 

Diržyt , 2016]. 을 피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체계

으로 검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Correll 

et al., 2004]. 를 들면, 자비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약 과 단 , 문제 을 이해하고, 가혹함(harshness)

과 자기비 (self-criticism)  태도보다는 친 과 동

정심으로 응하기 때문에[Leary et al., 2007], 건

강을 하는 요소로부터 자신을 지켜낸다[Sabaityt  

and Diržyt , 2016]. 즉, 자기 가치에 한 확인이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를 향상 시키려는 반응

이 반사 으로 증진되는 것을 의미한다[Sherman 

and Cohen, 2006]. 

자기자비와 정심리자본과 련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자비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가혹하게 단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행복, 삶의 만족, 내재  동기뿐만 

아니라 정서  지능, 처 기술, 지혜  낙천주의, 회복

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eff, 2003a; Neff 

and Beretvas, 2013; Neff et al., 2005; Neff et 

al., 2007a; Neff et al., 2007b]. 한편, 기질 인 

자기자비는 자기 효능감[Iskender, 2009]과 깊은 연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eines and Chen, 

2012; Williams et al., 2008]. 특히, Sabaityt  

and Diržyt [2016]의 실업 상태의 청년들을 상으

로 한 정심리자본과 자기자비와의 계 연구에서 자

기 자비의 하  차원인 자기 친 은 정심리자본의 자

기 효능감과 희망과 련이 있으며, 보편  인간성은 

자기 효능감, 희망  낙 주의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챙김은 자기 효능감과 희망과 련이 있

다고 보고하 다. 결론 으로 자기자비와 정심리자

본은 많은 정 인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Sabaityt  and Diržyt , 2016].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업 상태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자비는 정 인 처 

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Sabaityt  and 

Diržyt , 2016]. 

자기자비가 개인에게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증

가되고 있지만[Neff, 2009; Neff and Beretvas, 

2013] 창업가를 상으로 한 자기자비와 정심리자본

과의 계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

나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자기자비는 정심리자

본을 향상시키는 제조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

로 유추 해볼 수 있다. 

H2: 자기자비는 정심리자본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 공  자의식

공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이란 

자신을 사회  상(social object)으로 생각하는 개

인의 주 인 경향을 의미한다[Martin and Debus, 

1999].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등에 해 지속 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자세히 찰하며, 자신의 사고를 

숙고하는 개인의 안정 인 성향을 말한다[Fenigstein 

et al., 1975]. 따라서 공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 인 사고방식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에 더 심을 두고 있으며, 이에 맞도록 행동하려고 노

력한다[Fenigstein et al., 1975; Scheier et al., 

1978]. 

사회 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사회 정체성은 개인이 어떤 

상황(환경)에 진입(소속)하려고 할 때, 그 상황에서 요구

하거나 얻고자 하는 인상을 결정하기 해 시도하는 것이

라고 하 다[Burnkrant and Page, 1982]. 이는 공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 역시 사회  단서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회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Fenigstein, 

1979], 공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성과 련이 

있는 ‘사회  자기’로서 공 으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집 을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Scheier and Carver, 

198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 창업가의 공  자의

식은 창업가로서 커리어 야망을 실 하기 해 나타날 

수 있는 심리  특성 요인으로 보고, 창업가로서의 ‘사

회  자기’에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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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자의식이 높은 개인은 사회  상으로서 ‘사회

 자기(social self)’의 측면을 더 잘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상에 해 염려 하는 경향이 있다[Fenigstein 

et al., 1975; Martin and Debus, 1999]. 즉, 공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상에 해 신경을 쓴다[Shepperd 

and Arkin,1989].이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

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  것인가를 신경쓰는 인상 리에

(impression management) 심을 가진다[Vohs 

et al., 2005]. 결과 으로, 공  자의식이 높은 사람

들은 정 인 공  이미지를 유지하기 해 동기부여

를 받는다[Shim et al., 2016]. 를 들면, 공  자의

식이 높은 사람들은 의나 인상 형성, 개인의 외  

행동방식 등으로 구성된 자기표 과 련된 측면에 주

의를 기울인다[Scheier and Carver, 1985]. 이러

한 행동은 개인이 자신의 사회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

으로 행동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Sieger et al., 2016]. 즉, 사회 정체성

을 얻기 해 한 인상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식

으로 자신을 표 함으로써, 자신이 구인가에 한 일

된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된다[Burnkrant and 

Page, 1982]. 

2.2.1 커리어 야망과 공적 자의식

커리어 야망(Career ambition)은 높은 커리어 지

향성과 성취동기로써 자신의 커리어에 을 두고 더욱 

발 시키려는 마음의 동기이자[Choi and Hwang, 

2018a, 2018b 재인용; Otto et al., 2017] 직업 목

표를 달성하기 한 확고한 욕구의 표 이다[Baluku 

et al., 2019]. 커리어 야망은 개인이 원하는 정도

[Harman and Sealy, 2017]에 따라 다르며, 개인의 

사회 인 명성[Judge and Kammeyer-Mueller, 

2012]  소득[Ashby and Schoon, 2010]과 같은 

외재 인 성공의 지표에 정 인 향을 미친다. 이러

한 이유로 커리어 야망은 야심에 찬 개인에게는 매력

인  다른 사회  성공의 신호로 작용한다[Judge 

and Kammeyer-Mueller, 2012]. 그러나 본 논문은 

커리어 야망을 명성이나 소득과 같은 외재  성공에만 

국한하지 않고, 창업가의 삶의 목표로써 자신의 커리어 

발 을 한 확장된 개념에서의 커리어 야망에 을 

맞추었다[Choi and Hwang, 2018a, 2018b 재인용]. 

최근 창업가의 야망이 새로운 연구 개념으로 등장하

으며, 창업가의 야망에 한 크기의 차이에 해 이해

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Cassar, 2007]. 하지만 

실제로 창업가의 야망에 한 차이를 구분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Hermans et 

al., 2015]. 한편, 기존의 야망의 개념은 권력과 강하

게 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정치 분야에서 연구되

어져 왔다[Lawless and Fox, 2005].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창업가의 야망에 한 체계 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Hermans et al., 2015]. 따라서 야망

과 련하여 다른 가치들과의 계나 사회  계 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Judge and 

Kammeyer-Mueller, 2012]. 

커리어 야망과 공  자의식의 계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개인이 야망을 성취하기 해서는 높은 자기 

확신과 사회  인정을 필요로 한다[Barsukova, 

2015]. 이에 야심 찬 창업가는 자신의 높은 야망을 실

하기 해 벤처 설립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

로써[Hermans et al., 2012] 창업가로서의 사회  

가치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는 공  자의식이 높은 사람

들은 자신의 인상 리에 한 동기의 유발로 사회  인

정을 추구하기 한 방법으로 사회  행동을 실 하는 

것과[Van Bommel et al., 2012] 같다고 볼 수 있다. 

한, 커리어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의 높은 사회

 지 와 조직에서의 승진을 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

용을 하려고 노력한다[Judge et al., 2004]. 커리어 

야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상태를 향상시키기 해 

사회  단서들( :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  행동

을 결정하며, 다른 사람의 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과정은 정체성 이론의 근원 인 핵심인 상호작용과 같은 

의미이다[Murnieks, 2007]. 공  자의식의 수 이 

높은 사람 역시 ‘사회  자기’가 두드러져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요시 여기며[Cheek and 

Buss, 1981], 사회  단서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회  

행동을 결정한다[Fenigstein, 1979]는 에서 커리

어 야망과 공  자의식은 상호 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결과 으로 커리어 야망은 창업가로서의 자기 가치

를 확인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사회  자기’를 표 하는 

공  자의식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커리어 야망

과 공  자의식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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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커리어 야망은 공  자의식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2.3 창업의도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란 기업

을 소유하거나 기업을 설립하려는 사람의 욕구로 정의

된다[Asante and Affum-Osei, 2019; Krueger 

et al., 2000]. 즉, 창업의도는 개인이 자 업을 통해 

커리어를 쌓거나 자신의 사업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자질이다[Espíritu-Olmos and Sastre-Castillo, 

2015; Fayolle and Liñán, 2014]. 따라서 창업 활

동을 시작하고 운 하는데 있어서 창업의도는 매우 

요한 측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Bird, 1988; Bird 

and Schjoedt, 2009; Carsrud and Brännback, 

2009; Chepurenko, 2019; Krueger et al., 2000; 

Liñán and Chen, 2009; Zhao et al., 2005], 개인

이 창업가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해서는 

창업의도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Neneh, 2019].

Ajzen[1991]은 의도를 개인이 노력을 얼마나 열심

히 하는가와 행동을 실행하기 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 다[Neneh, 

2019]. 한편, 행동 련 연구에서는 의도를 심리  과정

으로 보고, 다른 어느 요인들보다도 더 뛰어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Bird, 1988]. 이와 같은 이유에서 

창업의도는 창업에 한 사람들의 야망과 심을 유발시

킬 수 있을 것이라고 측가능하며, 이를 통해 창업 기회

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Asante and Affum-Osei, 

2019]. 를 들면, Krueger et al.[2000]의 연구에

서 높은 창업의도는 높은 창업행동과 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Asante and Affum-Osei, 2019]. 

Hmieleski and Corbett[2006]은 학생을 상으

로 한 연구에서 창업의도는 창업가의 성격, 동기부여, 

인지 스타일, 사회모델  즉흥성향과 유의미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Davidsson[1995]는 창

업의도는 일반  태도(general attitude)인 변화 의지

(change-orientation), 경쟁력(competitiveness), 

 지향(valuation of money), 성취욕(achievement 

motivation), 자율성(autonomy)과 련 역에서의 

사고방식(domain attitude)인 보상(payoff), 사회 

기여도(societal contribution), 노하우(knowhow) 

등의 재의 취업 상황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고 하

다. 결과 으로 창업의도는 노력의 수 뿐만 아니라 

시도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나타낸다[Neneh, 2019]. 

그러나 창업은 의도 인 과정이자 인지과정으로서 심리

학과 긴 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가의 심리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Chatterjee and 

Das, 2015]. 그럼에도 창업가의 개인의 심리  특성

과 특성의 향 간의 상호 작용에 한 실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Liñán and Fayolle, 2015]. 

특히, 비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향을 주는 변수에 

한 세부 인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Kang and 

Byun,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 창업가의 심

리  특성인 정심리자본  공  자의식과 창업의도

의 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2.3.1 긍정심리자본과 창업의도

Luthans et al.[2004]는 정심리자본은 사업의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벤처 기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창업가의 확신과 련이 있다고 주장

하 다[Baluku et al., 2016]. 를 들면, Ephrem 

et al.[2019]는 아 리카의 학생을 상으로 한 

정심리자본과 창업의도에 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정심리자본은 창업의도에 정  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Bullough et al.[2014]은 아

가니스탄의 험지역의 창업가를 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험한 환경에 노출된 창업가의 탄력성  자기 

효능감이 창업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력성이 높은 개인은 불확실한 환경과 스트 스 

잘 견디기 때문에 창업가로서 역경과 좌 에 직면하더

라도 잘 헤쳐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Bockorny and 

Youssef-Morgan, 2019]. 한편, Rhoads[2016]

는 실패한 벤처 창업가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심

리자본의 네 가지 하 차원은 각각 창업가의 능력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정심리자본의 4가

지 차원의 통합된 구조를 소유하고 있을 때 미래의 새로

운 사업의 기회를 개발하고 시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 다. Contrera et al.[2017]의 비즈니스 연

구에도 자발 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창업의도는 주로 

자기 효능감과 탄력성과 함께 정심리자본의 모든 차

원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된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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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oretical Model

정심리자본은 창업의도와 련이 있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정심리자본은 창업의

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한다.

H4: 정심리자본은 창업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2 공적 자의식과 창업의도

공  자의식은 ‘사회 자기(social self)’로서 공

으로 보이는 자신에게 집 하기 때문에 사회성과 련

이 있으며[Scheier and Carver, 1985], ‘사회 자

기’에 을 둔 사회  정체성Guo et al., 2019; 

Hogg et al., 1995; Tajfel, 1974]을 바탕으로 행동

한다. 따라서 창업가의 정체성도 일반 으로 문화  규범, 

사회  기  등의 사회 차원에서 개발된다[Williams, 

2013]. 이러한 이유로 사회 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높은 

사회  인식은 벤처를 창출하는 과정에 유용하게 용

될 수 있다고 하 다[Wry and York, 2017]. 

Fauchart and Gruber[2011, p. 935]가 주장하

는 바와 같이, “확실한 창조는 본질 으로 사회 활동이

며, 조직 자체가 사회 구성이기 때문에 창업자의 자기 

개념의 사회  측면은 창업의도를 높이는데 매우 요

하다” 고 할 수 있다[Sieger et al., 2016; Whetten 

and Mackey, 2002]. 한, Bird[1988]는 창업의

도가 기회인식 뿐만 아니라 문화와 같은 사회  요인에 

의한 개인 인 요인에 의해서도 형성 된다고 하 다

[Shinnar et al., 2012]. 를 들면, Pan et al.[2018]

는 Gruber의 연구[Fauchart and Gruber, 2011; 

Gruber and MacMillan, 2017]에서 창업가가 자

신을 해서나 는 다른 사람을 해서, 혹은 다른 사

람들을 해서 가치를 창출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은 

사회 정체성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 다[Wry and York, 2019]. 즉, “개인의 입장에

서 사회 으로 기 되는 행동의 기 치”[Murnieks 

and Mosakowski, 2007, p. 2]는 잠재 으로 창업

가  행동을 유도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한다[Down 

and Warren, 2008]. 지 까지 비 창업가의 공  

자의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지만 사회 정체성 이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H5: 공  자의식은 창업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모형  연구방법

본 연구는 비 창업가의 나르시시즘  자기자비

가 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향

을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커리어 야망이 공  

자의식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향을 실증분

석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는 5개

의 가설을 설정하 으며, 가설 간의 계를 바탕으

로 연구모형을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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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료수집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해 설문조사를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실시하

다. 설문의 상은 국(경기, 충청, 경상, 라, 서울)

의 공공기 에서 진행하는 창업 련 교육 로그램에 

참여 인 비 창업가를 상으로 연구자가 직  방문

하여 설문 조사  회수 하 다. 총 392개의 설문을 회

수하 으며, 회수된 설문지  불성실한 응답  결측치

가 존재하는 34개의 데이터를 제외 한 최종 358개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 다. 데이터 표본의 특성을 보

면 성별은 남성 203명(56.7%), 여성 155명(43.3%)

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  124명(34.6%), 30  115명(32.1%), 

50  39명(10.9%), 20  73명(20.4%), 60  6명

(1.7%), 70  이상 1명(0.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학교 졸업이상 291명(81.3%), 고등학교 졸

업 58명(16.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7명

(2.0%)의 응답자도 확인 되었다(<Table 1> 참조). 

Characteristics Frequency
Ratio

(%)

Gender
Male 203 56.7

Female 155 43.3

Age

20~29 years 73 20.4

30~39 years 115 32.1

40~49 years 124 34.6

50~59 years 39 10.9

60~69 years 6 1.7

Above 70 years 1 0.3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1 0.3

Junior high school 1 0.3

High school 58 16.2

Bachelor degree 291 81.3

Others 7 2.0

Total 358 100.00

<Table 1> Demographic Profile of Respondents.

3.2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도구  신뢰성 검증

‘나르시시즘’은 자기를 사랑하고 시하며, 자기 이

상을 실 하기 한 건강한 자기존 의 표  정도라고 

정의하 다. Emmons[1987]와 Raskin and Hall

[1979]의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12문항을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나르시

시즘은 ‘우월성’, ‘권 ’, ‘리더십’, ‘자기 충분성’ 으로 총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다 항목으로 구

성된 변수는 항목에 한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석이 가

능하기 때문에[Woo, 2012], 네 개의 항목의 평균값을 

최종 분석에서 나르시시즘의 구성항목으로 사용하

다. 내  신뢰도(Chronbach’s α)계수는 .865이다. 

‘자기자비’는 고통의 상황에서 자신을 혹독하게 비난

하지 않고 온정 으로 돌보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조

작  정의를 하 다. Neff[2003a]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에 합하게 수정하여 6문항(성격이해, 배려와 온정, 

실패 수용, 부족 수용, 고통 수용, 감정의 평정)을 사용하

다. 내  신뢰도(Chronbach’s α)계수는 .677이다. 

‘커리어 야망’은 성공과 성과  업 을 해 보편

이고 지속 인 개인의 노력이라고 정의하 다. 커리어 

야망의 척도는 Elchardus and Smits[2008]의 문

항을 참고 후, 연구에 합하게 수정하여 5문항(미래 

계획, 야심, 목표, 성공할 수 있는 직업 희망, 경력)을 

사용하 으며, 내  신뢰도(Chronbach’s α)계수는 

.844이다. 

‘ 정심리자본’은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정 인 심리상태로 조작  정의하 다. 

Luthan et al.[2007]이 개발한 PCQ(Psycholo-

gical Capital Questionnaire)의 24문항을 연구에 

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정 심리 자본은 개인

의 인지  동기부여 상태라는 공통 이 있는 ‘자기 효능

감’, ‘희망’, ‘복원력’과 ‘낙 주의’로 총4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항목으로 구성된 변수는 항목에 

한 평균값을 이용하여 설명이 되는 단일 변수로 사용

하 다. 내  신뢰도(Chronbach’s α)계수는 .922 이다.

‘공  자의식’은 자신을 사회  상으로서 사회  자

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개인의 경향으로 정의하 다

[Fenigstein et al., 1975]. Fenigstein et al.[1975]

가 개발한 SCS (Self-Consciousness Scale)의 7

문항(일의 방식, 타인의식, 공공이미지 의식, 인상 리, 

외  이미지 리, 인상 염려, 외모 리)을 연구에 합

하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내  신뢰도(Chronbach’s 

α)계수는 .8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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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N/df RMR GFI AGFI CFI NFI IFI TLI RMSEA

Results 1.874 0.04 0.83 0.82 0.89 0.82 0.89 0.87 0.06

Standard ≤3(≤2) ≤0.05 ≥0.9 ≥0.8 ≥0.9 ≥0.8 ≥0.9 ≥0.8 ≥0.9 ≥0.8 ≥0.9 ≥0.8 ≥0.9 ≥0.8
≤0.08

(≤0.05)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Fit Index 

‘창업 의도’는 가까운 미래에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

거나 할 가능성을 있다고 정의하 다. Crant[1996]

이 사용한 4문항[창업 의지, 가까운 미래, 요성, 창업 

심]과 Davidsson[1995]와 Schwarz et al.[2009]

이 사용한 2문항을 본 연구에 합하게 수정하여 총 6문

항을 사용하 다. 내  신뢰도(Chronbach’s α)계수

는 .902이다. 모든 변수는 리커트 5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4. 연구결과

4.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변수에 한 척도의 신뢰성 검증은 

평균상 계를 바탕으로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

다. 신뢰성 평가의 근 방법에 있어 모든 상황에 용 가능

한 신뢰성 수 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학자들마다 신뢰성 

평가에 해서 상이한 기 을 제시하고 있다[Sung et al., 

2012]. [Nunnally and Bernstein, 1994]는 0.7을, 

Nunnally[1978]은 0.6을 사회과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성 계수의 기 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 분

석 결과 체 요인이 일반 인 신뢰도 기 을 넘는 0.6 이상의 

값을 보이기 때문에 항목 간 신뢰성 수 이 확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종분석에 사용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해 

SPSS 18.0을 통해 빈도분석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분

석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이어 AMOS 23.0을 통해 

확인  요인분석  타당성 분석, 구조모델 검정  매개 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4.2 확인  요인분석 결과

각각의 구성개념을 측정항목이 하게 설명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Table 2>와 같이 합도 

평가기 을 만족시키고 있다. 확인  요인분석의 합도 수

치는 CMIN/p(=1874), RMR(=0.04), GFI(=0.833), 

AGFI(=0.823), CFI(=0.885), NFI(=0.815), IFI(=0.887), 

TLI(=0.870), RMSEA(=0.06)으로 나타났다. 반 으

로 CFI와 TLL를 제외한 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한 값을 

보이고 있다(<Table 2> 참고). CFI의 경우 0.885로 합

도 기 인 0.9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근 한 값을 보이기 

때문에 수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TLI 역시 0.870으로 

나타나 합도 기 에 상회하는 수치를 보 다. RMSEA는 

.05에서 .08 사이 범 는 한 수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Browne and Cudeck, 1993]. 따라서 부분의 지수들

이 합하게 나왔기 때문에 확인  요인분석 결과 부분의 

합지수가 기 치에 합당하여 연구에 충분하다고 단된다.

확인  요인 분석의 세부 결과는 탐색  요인과 동일

하게 모든 항목  변수에서 유의한 수 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Table 3>참고).

4.3 별 타당성과 상 계분석 결과

다음으로 본 연구 측정변수들 간에 서로 상이한 개념

인가를 확인하기 해 별타당도 분석을 실시하 다. 

별 타당성이란 요인이 다른 요인들과 얼마나 다른가

를 의미한다. 일반 으로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타 요인들과의 상 계수 값

보다 큰 경우 별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본다[Jo, 

2015]. <Table 4>에 별 타당성과 상 계분석 결

과를 제시하 다.

4.4 가설검증 

4.4.1 구조모델과 적합도 검정 – 통합모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모두 5개의 가설을 

설정하 으며, 구조 방정식의 분석 시 모델의 모형 합도

를 확인하기 하여 GFI, AGFI, NFI, TLI, RMSEA 

등의 지수를 활용한다. 본연구의 통합모델에 한 합도 

검증결과 CMIN/df(=3.498), RMR(=0.03), GFI

(=0.811), AGFI(=0.820), CFI(=0.887), N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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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 Item
coefficient of 
regression

standardized 
coefficient

S.E. C.R p
Cronbach’s 

Alpha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syCap12 1 0.679

0.922

PsyCap5 0.888 0.635 0.079 11.188 .000

PsyCap11 0.986 0.731 0.078 12.724 .000

PsyCap14 0.83 0.674 0.07 11.815 .000

PsyCap1 0.919 0.668 0.078 11.724 .000

PsyCap8 0.957 0.743 0.074 12.912 .000

PsyCap6 0.729 0.597 0.069 10.562 .000

PsyCap2 0.971 0.745 0.075 12.945 .000

PsyCap4 0.943 0.776 0.07 13.43 .000

PsyCap9 0.86 0.702 0.07 12.275 .000

PsyCap3 0.986 0.789 0.072 13.628 .000

PsyCap7 0.928 0.756 0.071 13.115 .000

Entrepreneurial 

intention

EI5 1 0.661

0.902

EI6 0.93 0.648 0.084 11.04 .000

EI3 1.049 0.827 0.077 13.616 .000

EI4 0.961 0.824 0.071 13.576 .000

EI1 0.978 0.854 0.07 13.966 .000

EI2 1.039 0.882 0.073 14.316 .000

Public 

self-consciousness

PSC1 1 0.387

0.872

PSC5 1.508 0.58 0.232 6.494 .000

PSC7 1.899 0.693 0.275 6.903 .000

PSC4 2.34 0.796 0.326 7.171 .000

PSC2 2.058 0.757 0.291 7.081 .000

PSC3 2.238 0.823 0.31 7.229 .000

PSC6 2.439 0.867 0.334 7.31 .000

Narcissism

Nar12 1 0.71

0.865

Nar11 0.87 0.717 0.069 12.656 .000

Nar7 1.05 0.775 0.077 13.631 .000

Nar8 1.076 0.803 0.076 14.092 .000

Nar5 0.714 0.563 0.071 9.994 .000

Nar9 1.029 0.713 0.082 12.59 .000

Nar4 0.844 0.55 0.086 9.761 .000

Career Ambition

CA5 1 0.66

0.844
CA2 1.421 0.8 0.112 12.695 .000

CA3 1.343 0.801 0.106 12.709 .000

CA1 1.266 0.784 0.101 12.503 .000

Self-compassion

SC6 1 0.544

0.677SC4 1.287 0.684 0.173 7.431 .000

SC2 1.331 0.7 0.179 7.422 .000

<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0.849), IFI(=0.888), TLI(=0.865), RMSEA

(=0.084)로 나타났다(<Table 5> 참고). 제시한 합

도 지수들  다수의 결과 값들은 기  값들 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델의 합도는 우수하다고 단된다. 

한, 일반 으로 구조 방정식 모델에서 모든 합도 

지수가 충족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Gefen et al., 

2003], 모델의 수용 가능성에 한 인 단기 이 

없다는 것[Joreskog and Sorbom, 1984]을 고려할 

때, 본 연구 모델은 반 으로 우수한 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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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Path
coefficient of 

regression

standardized 

coefficient
S.E C.R p Results

H1 Na → PsyCap 0.587 0.661 0.048 12.165 .000
***

Supported

H2 SC→ PsyCap 0.312 0.236 0.071 4.408 .000*** Supported

H3 CA → PSC 0.17 0.139 0.069 2.455 0.014
**

Supported

H4  PsyCap→EI 0.126 0.104 0.057 2.236 0.025
**

Supported

H5 PSC →EI 0.609 0.462 0.061 9.918 .000*** Supported

Goodness of fit: CMIN/df = 3.498, p = 0.000; CFI=0.887, GFI =0.81, AGFI=0.820, NFI=0.849, TLI=0.865, 

RMR=0.03, RMSEA = 0.084

<Table 6> Results of path analysis 

***p < 0.01, **p < 0.05, *p < 0.1.
†Na(Narcissism), PsyCap(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C(Self-compassion), CA(Career Ambition), PSC(Public 
self-consciousness), EI(Entrepreneurial intention).

Variable 1 2 3 4 5 6

1 Narcissism .506

2 Self-compassion .202
** .487

3 Career Ambition .583
**

.214
** .647

4 PsyCap .616
**

.316
**

.686
** .810

5 Public self-consciousness .223
**

-.018 .115
*

.050 .478

6 Entrepreneurial intention .331
**

.070 .417
**

.468
**

.151
** .554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and Correlation matrix

**
p < .0.01, 

*
p < 0.05, (two-tailed).

†n = 358, Diagonal elements (in bold) are square roots of the AVE values. Off-diagonal elements are the correlations 
of the variables of interest to the study.

MIN/df RMR GFI AGFI CFI NFI IFI TLI RMSEA

Results 3.498 0.03 0.811 0.820 0.887 0.849 0.888 0.865 0.084

Standard ≤3(≤2) ≤0.05 ≥0.9 ≥0.8≥0.9 ≥0.8≥0.9 ≥0.8≥0.9 ≥0.8≥0.9 ≥0.8≥0.9 ≥0.8
≤0.08

(≤0.05)

<Table 5> Results for Fitness of SEM

4.4.2 연구모델에 대한 가설 검정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인 창업의도에 있어 독립변

수인 나르시시즘, 자기자비, 커리어 야망과 매개 변수인 

정심리자본과 공  자의식 간의 향 계를 악하기 

해 모두 5개의 가설을 설정하 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기 해 AMOS 23.0을 통해 분석하 으며,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참고).

첫째, 나르시시즘이 정심리자본에 정(+)의 향

을 미친다는 가설1을 검증한 결과 나르시시즘은 정심

리자본에(경로계수=.587, t=12.165)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을 채택되었다. 둘째, 

자기자비는 정심리자본(경로계수=.312, t=4.408)

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2도 채택

되었다. 셋째, 커리어 야망은 공  자의식(경로계수

=.17, t=2.455)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어 가설3은 채택되었다. 넷째, 정심리자본이 창업

의도(경로계수=.126, t=2.236)에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4도 채택되었다. 다섯째, 공  

자의식이 창업의도(경로계수=.609, t=9.918)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5도 채택되었다. 

<Table 6>에 나타난 있는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최종 모형을 확정하 다(<Figure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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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pendent⟶ Mediathing ⟶Dependen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results

Narcissism → PsyCap → EI 0.03 0.045 Partial mediation 

SC → PsyCap → EI 0.02 0.018 Partial mediation 

CA → PSC → EI 0.047 0.075 Partial mediation 

 <Table 7> Mediation Analyses 

<Figure 2> Final Model’s Results 

4.4.3 매개효과 가설 검증

새로운 연구 모형에 한 이론  배경을 강화하고 연구

모델에 한 검증 결과를 뒷받침하여 모델의 강건성

(robustness)을 높이기 해 추가분석의 하나로 매개 

효과 검증을 실시하기도 한다[Hong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추가 으로 정심리자본과 공  자의

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해, 연구 모형에 없는 경로

이지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직  경로를 설정하

여 변수 사이의 직  효과를 산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Choi and Hwang, 2018a.b], 변수 사이의 직  

효과를 확인하 다. 매개효과 검증방법으로 Preacher 

and Hayes[2004, 2008]의 부트스트래핑(Boot-

strapping)테스트를 500회 실시하 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나르시시즘→창업의도’로 이어

지는 경로에서 매개 변수인 정심리자본이 개입되었을 

때, 경로에 한 간 효과의 유의확률은 .045로 통계

으로 유의하고, 직 효과의 유의확률도 .03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정심리자본이 부분매개 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자비→창업의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매개 변수인 정심리자본이 개입되었을 때, 경로에 한 

간 효과의 유의확률은 .018로 통계 으로 유의하고, 

직 효과의 유의확률도 .02로 통계 으로 유의하기 때

문에 정심리자본이 부분매개 한다고 할 수 있다. ‘커

리어 야망→창업의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매개 변수

인 공  자의식이이 개입되었을 때, 경로에 한 간 효

과의 유의확률은 .075로 통계 으로 유의하고, 직 효

과의 유의확률도 .047로 통계 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공  자의식이 부분매개 한다고 할 수 있다(<Table 7> 

참고).

5.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의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부 개인만이 창업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atterjee and Das, 

2015], 창업 활동에 한 선행 연구 의하면 창업가는 

창업가가 되도록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심리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Chatterjee and Das, 2015; 

Davidsson, 1995; Hornaday, 1982]. 한 심리

 특성은 창업가의 길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의 질에 깊

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sante and 

Affum-Osei, 2019]. 그럼에도 지 까지 창업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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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부분은 창업가의 행동의 결과인 창업성과에만 

을 맞추고 연구되어져 왔다[Shepherd and 

Haynie, 2009]. 이에 다수의 연구자들은 창업가와 비 

창업가와 구별하게 하는 심리  특성에 한 연구가 매

우 필요하다고 지 하고 있다[Chatterjee and Das, 

2015]. 

의 이론  배경을 근거로 본 논문의 목 은 창업가 

정신을 수행하는 향을 이해하기 해 개인의 심리  

특성이 창업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임을 탐

색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사회 

정체성 이론과 자기 가치 확인 이론을 연구의 이론  

틀을 설정하 다. 자기 가치 확인 이론에 의해 나르시시

즘, 자기자비, 커리어 야망을 제안하 으며, 사회 정체

성 이론에 의해 정심리자본과 공  자의식의 변인을 

제안하 다. 비 창업가는 창업 교육에 참여하여 창업

을 비 인 교육생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으며, 

수립한 연구 가설의 실증분석을 통해 심리  특성 변인

이 창업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계임을 증명하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5개의 가설 모두 채택 되었으

며, 추가 으로 연구 모델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해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와 이론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

르시시즘이 정심리자본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

과, 나르시시즘은 정심리자본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가의 나르시시즘은 자기 

가치에 한 자신감이 높이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이 높

은 창업가는 정심리자본을 통해 창업가로서의 사회 

정체성을 갖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Hirschi and Jaensch[2015], Brookes[2015], 

Gerstner et al.[2013], Buyl et al.[201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자기자비가 정심리자본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자비는 정심리자본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가

가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기 해 자신을 있는 그 로 

바라볼 수 있는 자기자비심을 가지게 되면, 자신에 한 

정성의 강화로 인해 정심리자본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Neff and 

Beretvas[2013], Sabaityt  and Diržyt [2016]

의 연구결과와 같은 의미이다. 셋째, 커리어 야망이 공

 자의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커리어 야망은 

공  자의식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 야망을 가진 비 창업가는 공  자의식을 통해 

사회  자기를 나타내기 해 인상 리에 신경을 쓴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Judge et al.[2004], Judge 

and Kammeyer-Mueller[2012], Van Bommel 

et al.[2012], Hermans et al.[2012]과 뜻을 같이 

한다. 넷째, 정심리자본은 창업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심리자본을 지닌 창

업가는 사회 정체성에 한 개념이 높기 때문에 창업의

도에 더 정 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Bockorny and Youssef-Morgan

[2019], Contrera et al.[2017], Ephrem et al.[2019], 

Rhoads[2016]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

로, 공  자의식은 창업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  자의식을 가진 창업가는 창

업가로서의 사회 정체성을 나타내기 해 창업의도를 

갖는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Down and Warren 

[2008], Wry and York[2017]의 연구와 일맥상통

한다. 추가로 검증한 매개효과에서 정심리자본은 나

르시시즘  자기자비와 창업의도 간의 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  자의식은 커리어 야

망과 창업의도 간의 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비 창업가의 심리  특

성과 창업의도의 계를 확인하 다는데 기여를 하 으며, 

다음과 같은 이론  시사 을 가진다. 첫째, 비 창업

가의 나르시시즘, 자기자비와 커리어 야망의 심리  특

성에 한 향을 밝힌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 자기자비, 커리어 야망이 창

업가로서의 자기 가치를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변수로

서 창업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임을 실

증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는데 이론  의의를 가진다. 

둘째, 정심리자본은 주로 조직 행동과 련한 조직정

체성을 용하여 사용되어 왔으나[Norman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정체성 이론을 용하여 

창업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 다

는데 이론  의의를 지닌다. 셋째, 창업가를 상으로 

공  자의식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 으며, 주로 

공  자의식의 부정  측면만을 강조해 왔다[Kibler 

et al., 2017; Walsh and Cunningham, 201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 창업가의 공  자의식이 창

업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임을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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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검증 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넷째, 자기 가치 확

인 이론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자기 가치 확인

과 련된 유발요인이나 효과를 확인하는 로세스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Armitage and 

Rowe, 2011; Crocker et al., 2008; Haddock et 

al.,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 자기자

비, 커리어 야망이 창업가의 자기 가치 확인을 한 변

수임을 실증 으로 검증하 으며, 자기 가치 확인의 

로세스를 통합 으로 확인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

섯째, 경 학  창업가 정신 연구에서 사회정체성 이론

을 다룬 연구가 매우 부족하 다[Fauchart and 

Gruber, 2011; Murnieks, 2007; Powell and 

Baker, 2014; Sieger et al., 2016].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정심리자본[Norman et al., 2010]과 공  

자의식[Scheier and Carver, 1985]을 용하여 

사회 정체성 이론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창업가 정신 

연구를 확장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Sieger et al., 

2016].

본 연구의 결과 창업가의 심리  특성 요인이 창업의

도를 높이는 요한 선행요인을 확인하 기 때문에 창

업의도를 높이기 해서는 창업가의 심리  특성을 개

발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 실무  시사

을 다음과 같다. 첫째, 지 까지 창업가의 나르시시즘은 

주로 부정 인 심리  특성으로 알려져 왔으나, 본 연구

에서는 비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

한 선행요인임이 검증 되었다. 따라서 창업가의 나르시

시즘을 정 으로 개발 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 창업가의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개발하기 

해서는 ‘성격유형 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기이해  타

인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가치를 정 으로 표 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자비는 창업의도에 향을 미치는 심리  특

성임이 확인되었다. 창업가는 성공에 한 희망과 실패

에 한 두려움의 양가감정(Ambivalence)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창업가에게 스트 스로 작용하다. 즉, 창

업 비과정에서 오는 불안과 으로부터 자신의 가

치를 보호하기 해서는 자신에 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창업의 특수성과 창업가의 

특성이 반 된 ‘창업가를 한 마음챙김 명상(Mind-

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MBSR)’ 로

그램의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마음챙김 명상은 스스로

의 내면에 한 이해와 실에 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창업가의 스트 스 리에 많은 도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창업 장에서도 활

용이 가능하다. 셋째, 창업가의 커리어 야망은 경쟁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  측면이 강조

되어 왔다. 하지만 창업가의 커리어 야망은 창업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요한 선행요인이기 때문에 창

업가가 자신의 커리어 야망을 사회에 정 으로 실

시킬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 를 

들면, ‘가치 월 경 ’과 같은 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창업의도를 높이기 해서는 창업가의 

정심리자본과 공  자의식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로

그램과 정책이 필요하다. 를 들면, 성공 창업을 한 

‘창업가의 해피 포지션’ 과 같은 창업가의 정심리 강화 

로젝트를 통해 자신감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미래 계획 수립을 한 실크로드 맵, 미래에 한 

낙  사고 증진을 한 투-웨이(two-way)시뮬 이

션 략의 학습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부정

 사건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강화 로그램과 고객의 가치 향상 략과 같은 로그

램을 학습함으로써 창업에 한 불안과 부담감을 일 

수 있다. 한, 창업가의 공  자의식에 정  향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공  자

의식을 정 으로 높여주기 한 인상 리 방법으로 

창업가의 이미지와 창업에 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를 들면, 창업 

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통해 지역 내 ’ 워 

창업가‘를 선정하고, 홍보에 도움을  수 있도록 슬로

건, 로고, 간  등의 시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일정 기간 지역 신문

이나 기  홈페이지 등에 고와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

에게 창업과 창업가에 한 정  이미지를 심어 으

로써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에서 자기 가치 확인 이론과 사회 정체성 

이론을 용함으로써 창업가의 자기 개념과 사회 정체

성의 실 이 요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창업

가로 역할을 환하기 해서는 새로운 사회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를 들면, ‘창업가의 업[業)의 재

해석’과 같은 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습과 틀에서 벗

어나 창업가로서의 실 가치와 삶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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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비 창업가의 정심리자본과 공  자의

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시사 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계 과 향후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에서 나이와 성별과 같은 사회학  변수에 한 주

의가 필요하며, 업종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자기 

가치 확인과 사회 정체성과 련하여 제한된 변인인 나

르시시즘, 자기자비, 커리어 야망과 정심리자본, 공  

자의식에 을 두었으나, 향후에는 창업가의 자기 가

치  다양한 정체성과 련하여 부정  는 방해하는 

심리  특성 차원을 포함한 폭 넓은 범 의 주제에 한 

검증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회정체성 

이론을 이론  틀로써 제시하 지만, 향후 사회 정체성 

이론에 한 깊은 이해를 해서 창업가의 사회 정체성

에 한 측정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향후 연구과제의 제언을 통해 발 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한계 에도 본 연구는 비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확신을  수 있는 심리  특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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