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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 창업교육을 매개변수로 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메타분

석을 실시하였다.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 중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지 논문과 박사 및 석사 학위에

서 양적연구로 판단되는 392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되는 28개를 제외하고, 상관

계수 등 통계수치가 없어서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에 미흡한 논문 312개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2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5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변수에 대하여 우선 동질성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동질성 검증결과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창업교육 모두 이

질성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보여 평균효과크기는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평균효과크기는 0.38~0.49로 4개 변수 모두 중간정

도의 평균효과크기를 보였다. 평균효과크기에 대하여 forest plot로 분석한 결과 모두 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창업교육에 대한 funnel 

plot 분석 결과에서 출간오류가 비대칭으로 확인되어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 자료가 전체를 대변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대하여 창업교육을 매개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은 창업교육을 매개변수로 하여 창업의지에 영향

을 미치고 있지만 진취성은 창업교육과는 관계없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대학의 창업교육이 본질적 목

적인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창업교육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기업가정신 교육은 지속적이고 현장 중심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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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코로나19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성장을 멈추

고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대다수의 기업 성장에 적색 신호가 

들어왔다. 최근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

여 모빌리티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였지만 코로나19
로 항공 산업이 붕괴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미루고 있

는 상황이다. 이와는 다르게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키트 등 바이러스 진단과 백신을 연구하는 바이오기업과 야

외보다 실내를 중심으로 하는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

은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전 세계에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가 누구에게는 악재가 되겠지만 이를 잘 활용하는 스타트업

은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코로라19 이전에 메르

스와 사스를 통해 바이러스의 존재가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를 이미 눈으로 확인하였다. 
코로나19와 유사한 바이러스 발생 시 국가 간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혁신적인 기술 장비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

미 창업은 전 세계에서 국가경제의 주요이슈로 대두되고 있

으며 국가 경제적 위기와 경제성장이 둔화가 되면 유망기술

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여 신규시장과 

고용창출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Emenike, 2013). 
2018년 국내대학에서 기업가정신 등 창업 교과목의 수강 현

황을 살펴보면 교양과 전공으로 구분하여 강좌를 개설하였으

며 이를 다시 이론형과 실습형으로 구분하였다. 교양 이론형 

3,557강좌, 172,121명, 교양 실습형 766강좌, 16,443명, 전공 이

론형 2,450강좌, 68,901명, 전공 실습형 804강좌, 14,667명이 

수강하였다. 전체 강좌수 및 강좌 이수자수는 각각 7577강좌, 
272,132명이다(대학알리미, 2019).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공적 창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 기여와 함께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의 성공적 이전 및 확산으로 이어지며 동문 간 

네트워크 등 다양한 측면의 성과창출을 기대대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핵심주체라는 점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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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Bailetti, 2011). 특히 대학생 등 젊은 창업자는 구세대가 

발휘 못하는 창의적인 재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 아이템

으로 창업하고 기존 시장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일으키고 신

규 고용 창출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경제발전이 가능하다(양
현복․박종복, 2011). 장대성(2000)은 대학생들에게 실제 창업에 

도움되는 형태의 창업교육을 실시하면 성공적인 스타트업이 

증가하여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국가산업 

경쟁력의 기간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Solomon & Judd(1998)는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

식하여 학문적으로 고도화시킨 미국의 경우 창업을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 과정 속에서 

창업과 관련된 내용을 자연스럽게 교육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창업진흥원에서 2년(2018~2019년)간 3천명의 국민을 대상으

로 창업인식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연령은 

16~64세로 첫 번째 창업에 대한 관심도 조사에서 ‘18년 

58.1%에서 ‘19년 60.2%로 2.1% 상승하였으며, 두 번째는 창업

의향으로 ‘18년 65.7%에서 ‘19년 71.7%로 6.0% 상승하였다. 
‘19년 창업의향에 대한 분포에서 기회가 되면 창업하겠다 

56.3%, 창업계획 준비 중 3.9%, 기업․점포 운영 중 11.5%이다.
세 번째 창업선호업종은 지식서비스업 41.0%, 제조업 20.4%, 

숙박․음식점업 15.9%, 도․소매업 13.9%, 이외업종 8.7%이다(창
업진흥원, 2020). 다른  설문조사는 2019년 창업진흥원에서 실

전창업교육과정 이수자 1,117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과 창

업의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가정신은 평균 3.74점으로 이를 다시 구분하면 자기주도

성 3.8점, 창업적극성 3.8점, 도전정신 3.75점, 창의적사고 3.72
점, 혁신성 3.65점이다. 창업의지는 평균 3.83점을 나타내었다

(창업진흥원, 2020). 위 표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하였으며 창업

을 희망하는 사람 역시 증가하였다. 창업에 대한 관심도 및 

창업의지에 대한 증가요인으로 창업자 개인적 특성인 기업가

정신의 주요 구성요소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기효

능감이 모두 창업 기회의 발견 및 창업기회의 활용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이다(서열기 외,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다수의 논문에서 주제와 변수로 다루어지

고 있는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 창업교

육을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하

고자 한다. 메타분석은 체계적 표본 추출에 의하여 계량적 분

석을 실시하고, 연구결과의 객관성은 상당히 높으며 왜곡과 

오류에 대하여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황성동, 
2015).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취합하여 연구주제와 성격이 맞고 상관관계 계수

가 있는 52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메타분석으로 창업자 개인 특성과 관련한 연구의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이론적 기틀을 검증하여 기업가정신, 창

업교육, 창업의지 등 창업 관련연구의 확장에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창업자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기업가에게도 필요하지만 초

기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필수불가결한 항목이다. 우리나라

가 IMF를 접하기 이전시대에서 창업은 취업에 실패하고 돌파

구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었다면 현재는 시장에서 필

요로 하는 기술이나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아이템을 보

유한 자는 누구나 시작하는 것이 창업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

로 창업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전과 다르게 대학

의 창업교과목에 기업가정신이 교과목이 들어갈 정도로 기업

가정신은 대학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초중고와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혁신적이고 진취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역량

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장 기회를 발견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이 가능한 창업자, CEO, 설립자 등에게 필요하다(Covin & 
Slevin, 1991). Drucker(1985)는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여 불굴의 의지와 도전정신으로 사업화

를 주도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을 기업가정신이

라고 하였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속

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현상유

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혁신을 추구한

다(Isenberg, 2011). 윤백중(2012)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의 경

쟁 환경에서 혁신성, 위험감수성, 성취욕구, 진취성 등을 통하

여 기업이 새로운 가치와 창의적인 기회를 발굴하고 성취하

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을 기업가정신이라고 하였

다. 기업가의 개인특성을 기업가적 지향성 체계를 갖추어 혁

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3요소로 구분하고 이를 기업가정신

이라고 하였다(Miller, 1983).     
혁신성은 기존의 관행을 따르기 보다는 창업자 및 기업가 

등이 일상적인 활동에서 탈피하여 모든 인적․물적 요소와 힘

을 새롭게 결합한 원동력을 근원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

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행동으로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다(Miller, 1983).
Schumpeter(1934)는 자본주의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새로

운 생산방법과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하여 기술혁신이 필요하

고, 김범성(2012)은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적 

조합, 신제품 개발, 원재료의 창의적인 생산방식 구현, 끊임없

는 신 시장 개척, 혁신적인 조직창출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결합이 필요함을 말하였다. 혁신성은 모든 기업의 경영과 성

장 및 마케팅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위해 끊임없는 아이디어

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제품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과정에 적

용하여 기업의 발전에 이용한다. 더불어 혁신성은 기업가정신

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때때로 외부의 제한적 환경자원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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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에서도 지속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

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김택수, 2016).
위험감수성은 기업가정신을 다루는 연구자들의 선행연구에

서 빠짐없이 나오고 있으며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이다. 위험

감수성은 창업자가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불확실한 어려운 상

황에서 위험을 극복내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는 성향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위험을 방치하는 기업가의 무리한 도전이 기

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다가와 기업 성장에 매우 큰 위

험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성미, 2020). 창업가나 기

업가 중에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성향이 높은 사람은 경

쟁상대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주도하고 성과 달성 

확률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불확실한 이익과 손해에 대한 위

험을 감수하고 신사업 발굴 및 신제품 출시 등에 대한 의사

결정으로 이어진다(Kanter, 1983; Sitkin & Weingart, 1995). 또

한 위험감수성은 신사업 개척과 혁신적인 조직을 세우고 이

끄는 성취욕구적인 성향이고(송영수, 2010), 현재 존재하는 기

술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결합으로 새로운 조직의 확산을 통

한 창조적인 활동이다(배귀희, 2011).
기업가정신에서 세 번째 진취성은 경쟁상대가 발견하지 못

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경영 철학으로 기업가들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원하는 욕구를 예측하는 능력으로 시장진입 속도나 

범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성과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Vesper, 1982; 윤종록․김형철, 2003). 경영자가 국내

외 시장에 신제품과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고 기회를 발굴하면서 진보적인 방향으

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을 주도하고자 

하는 성향에 대하여 진취성이라고 하였다(Miller, 1983).   
새로운 기업의 경영성과 창출에 적극적인 진취성은 상대보

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

하며 이는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략이다(김성미, 2020). 이춘

우(2019)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성공에 대한 확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도전하는 기업가는 진취적 성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창업의지는 창업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으

로 기업가정신, 교육, 훈련 등에 대한 많은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Krueger & Brazeal, 1994; Hartshorn & Hannon, 
2005).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대하여 국내 대학생을 대상

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강할수록 창업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최양림․하규수, 2012), 기업가정신 수치

가 높은 학생이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윤남수, 2012). 
다른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은 대부분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

수임을 확인하였다(하규수․윤백중, 2011; 김정곤, 2017). 
양영석(2016)은 기술창업 스타트업이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

어를 보유하면 기업가정신의 표상이 되고 이는 창업의지에 

매우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창업자가 진취적 성

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경쟁상대를 앞지

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치고 이 노력이 창업의도를 높인

다(박지유․양해술, 2013). 김정곤(2017)은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을 하였지만 진취성에 대한 실증 연

구결과 진취성은 창업의지에 무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을 매개변수

로 하는 선행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

하고 체계적인 실무위주의 창업교육은 창업성공률 향상을 기

대할 수 있다(오희화․조인석, 2019)고 하였으며 조준희․김찬중

(201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업교육 조절효과 분석

에서 창업교육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창

업교육이 높은 집단의 위험감수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성환 외(2015)는 예비창업자

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위주의 교육 보다는 자

신감 및 역량 함양을 위하여 자기 주도적이고 문제해결이 가

능한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2 창업교육

누구나 한 번쯤은 창업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

다. 창업자의 목표라면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창업기업

의 매출을 향상시키고 기회를 만들어 다른 기업에 M&A를 

하거나 IPO를 통한 출구전략을 세우고 있다. 창업이 성공적으

로 가기위해서 예비창업자나 초기창업자들은 성공한 창업자, 
실패한 창업자 등 경험이 풍부한 선배 창업자들로부터 그들

의 성공에 대한 노하우와 실패에 대한 조언을 듣고 비즈니스

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처럼 난생처음 하는 창업에 대하여 실

패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교육을 수강한다.
창업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창업의

지 제고가 가능하고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불확실성

을 감소시키며(Timmons, 1994),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창

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노하우를 전수 받는  

학습과정을 통해 실제 창업이후 실패를 줄여주는 역할이 가

능하다(McGrath, 1999). 창업교육은 창업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미래의 창업가를 위한 기업가적 태도에 관한내용을 

체험하는 과정이며 1년 이내에 창업할 의사는 없지만 직장인

으로 회사 내에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기업가적 태도를 가

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교육이다(최종열․정해주, 2008).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시대에서 창업교육은 기술적 

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현재의 창

업교육은 기술적 역량 향상과 함께 창의적 교육을 추가하여 

시너지를 내기 위한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서성열, 2018). 
박종범(2020)은 대학의 창업교육도 시장의 흐름에 맞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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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창업 관련 교수, 기술창업 전문 멘토, 성공한 CEO, 
선배 창업자 및 스타트업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현장중심형 

교육, 창의적인 참여형 교육, 문제해결 중심형 교육, 협력하는 

코치형 교육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고 있

다. 창업교육은 사업 아이디어의 탐색,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

립과 성공적인 창업기업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 등을 학

습시키고, 창업에 필요한 훈련을 통하여 잠재적 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함양시키는 과정이다(목영두․최명길, 2012; 권기인, 
2019). 창업교육을 받은 졸업생은 자기고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연간수입도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생 벤처

기업 설립 가능성이 높고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

았다(원상필, 2019). 조윤아 외(2015)는 그동안 무수히 많게 시

행되었던 창업교육은 창업프로그램에 대한 창업자나 일반인

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으

나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한 한계가 있

으며 창업의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내 대학들의 창업교육은 외

형상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 양적 

팽창에 집중한 만큼 질적 성장에는 부족함이 나타났다(목영

두․최명길, 2012). 
대학의 창업교육 지원제도가 본질적 지원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험과 전문지식이 매우 부족한 예비창업자

인 대학생들에게 교육적 환경의 제공과 지원을 통해 창업의

지를 긍정적으로 조절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정
유선, 2018). 기업가정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론위주의 

교육 보다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창업자에게 자극을 주는 방

법으로 창업에 대한 의지를 강건하게 하고 성공사례를 제공

하는 방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주암, 2018). 
초기창업자는 창업현장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행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업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편성을 한다(윤병선․김천규, 2019). 국내 연구사례에

서 창업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 있다(윤백중, 2012; 이재석, 2015). 

2.3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창업의도와 의미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수의 논문에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창업의도를 창업의지로 보고 분석을 하였다. 창업의지는 창업

을 위한 시작점으로 혁신적인 기술이나 유망한 아이템을 가

지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행동으로 창업자의 관심과 행

동을 말한다(Bird, 1988). 
창업의지에 대한 선행연구 모델은 Shapero(1975)의 창업 이

벤트 모델(Entrepreneurial event model)과 Ajzen(1991)이 제안한 

계획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있다. 

Shapero(1975)는 개인이 창업에 대하여 매력적이고 타당한가

를 인지한 후에 실제 창업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행

동성향을 창업의지라고 정의하였다. Ajzen(1991)의 계획된 행

동 이론에 의하면 창업의지는 절차에 의해 정확하고 구분되

는 계획과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에 의한 약속으로 계획되어 

있는 행동이 인지의 과정을 거쳐 의지에 의한 행동의 실행을 

정확하게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이론이라고 하였다(조휘

열, 2016). 
Shapero & Sokol(1982)는 침체되어 있는 국가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잠재적 창업가들의 적극적인 창업 활동이 

저하되어 있는 조직 분위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예
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에는 창업교육 참

여 횟수, 창업교육 경험 여부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설문 응답자의 성별, 소득,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대학 전공 순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었다(정두식, 
2012). 
창업의지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과거부터 현

재까지 개인 및 환경적 특성 요인이 창업의지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유세아, 2015). 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위험감수 

성향, 성공에 대한 성취감, 창업 실패에 따른 불확실성 등 개

인적인 특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ofer & Sandberg, 1987).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잠재적 창업

자인 대학생들 및 일반인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하고 

실천해야 하며,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이 있으려면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경험을 필요로 한다(김영재, 2017).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지에 관한 실증분석에서 4가지 구성요

소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순으로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김성환 외, 
2015), 또한, 기업가정신교육을 수강한 설문조사에서 기업가 

정신교육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미․박성환,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개인 특

성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

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3.1 메타분석 개요

메타분석은 체계적 문헌고찰의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 실증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

탕으로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합하여 연구결과의 객관적

인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이용되는 통계적 분석방법이다(신임

희, 2008). 연구자들이 기존에 발표한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등 

다양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결과물에 대한 통합과 비교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메타분석을 활용하고 있으

면 풍부한 연구 자료와 활발한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연구 

결과물에 대한 일반화와 특성화가 가능하다(유성모,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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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메타분석은 연구에 대한 연구로 여러 연구자들이 독

립적으로 수행한 동질적인 연구에 대하여 효과크기를 통합하

여 구한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크기에 대

한 유의성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효과크기는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거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관

계의 정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

속형 이원적 데이터인 상관관계계수(r)를 활용하여 효과크기 

및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2 연구자료 수집

본 연구는 창업의지에 대한 국내 동향을 파악하고자 2009년
부터 2020년 3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를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검색을 위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DBpia, e-article, KISS, 스콜라, 코리아스칼라, RISS, NDSL, 구

글스칼라, 네이버 학술정보를 이용하였다. 1차 문헌자료 검출

은 포괄적인 검색어인 창업의지와 창업의도를 키워드로 활용

하여 4578개의 논문을 검출하였다. 검출 된 논문을 대상으로 

상세검색에서 검색어로 창업의지, 창업의도, 기업가정신, 혁신

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창업교육을 사용하였으며 2개 이상의 

검색어에 대하여 and, or 조건을 부여하여 연구주제와 관련이 

없는 논문 2252개, 연구대상이 불일치하는 논문 1899개, 원문

데이터가 없는 논문 35개를 제외하고 392개를 선별하였다. 
2차 선별된 392개의 논문에서 논문의 제목과 초록, 분석결

과 등을 검토하여 통계적 분석방법이 가능한 실증분석 연구

자료가 있는 논문을 선정하고 각 변수에 대하여 메타분석 효

과크기를 보여줄 수 있는 상관관계가 제시된 논문을 선택하

였다. 이로써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의 중복으로 인한 28개의 

논문과 학술발표 자료 등 연구로 활용하기에 통계자료가 미

흡한 논문 312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13년부터 2020년
까지 발표된 52개를 본 연구의 최종분석 대상 논문으로 선정

하였다.  

원문
검색

학술 자료 검색
(N=4578)

제외연구
관련없음(N=2252)

연구대상 불일치(N=1899)
원문데이터 부재(N=35)

연구
대상

선정 

 

선별된 연구 수
(N=392)

선정
기준
검토

제외연구
중복연구(N=28)

통계자료 미흡(N=312)

최종
선정

메타분석 포함 연구
(N=52)

<그림 1> 데이터 수집과정

3.3 자료 분석방법

최종분석 자료로 선정된 52개의 논문은 학술논문 20개, 석

사 학위논문 23개, 박사 학위논문 9개로 구성되어 있다. 52개
의 논문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excel에 입력하였고 입력된 데

이터는 R Studio version 1.2.5033 software를 사용하여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창업교육, 창업의지의 관계에 대하여 메

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동질성 검증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와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대한 효과크

기와 변수 간 상관관계 등을 측정하기 위해 개별 연구에 대

한 동질성과 이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정을 실시하였

다. 개별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효과크기의 이질

성 정도를 측정하는 통계방법에는 T2와 I2의 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I2 통계 수치와 유의확률

(p-value)을 이용하여 변수에 대한 이질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유의확률 값이 0.1보다 작고, I2의 값은 25%이상이면 

이질성이 작고, 50%는 중간정도의 크기이며, 75%이상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Higgins & Green, 2011).
창업의지에 대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창업교육의  

평균 효과크기를 측정한 결과 4개의 변수에서 유의확률은 모

두 0.1이하로 나타났으며 I2값은 <표 1>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각각 90%, 91%, 85%, 96%을 나타내고 있으며 I2 값이 모두 

75%이상으로 이질성에 대한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4개의 변수와 창업의지에 대한 동질성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이질성에 대하여 큰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평균 효과크기 측

정은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4.2 평균 효과크기 분석

사회과학 분야에서 두 변수의 관계의 정도나 차이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 상관관계와 표준화된 평균차이를 이용하여 효과

크기를 계산하고 있다. 효과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연속형 

일원적 데이터는 표준화된 평균차이와 교정 후 표준화된 평

균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연속형 이원적 데이터는 상

관관계 계수를 이용하고, 이분형 데이터는 이벤트 발생비율, 
승산 비율, 이벤트 발생 비율 차이를 이용한다(Beyen, 2010). 
본 연구에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성에 대한 효과

크기 47개, 위험감수성에 대한 효과크기 49개, 진취성에 대한 

효과크기 42개, 창업교육에 대한 효과크기 26개를 분석하였

다. 효과크기는 상관관계 계수 r(zco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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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측정된 r 값에 따라 0.1은 작은 크기, 0.3은 중간크기, 0.5
이상은 큰 효과크기로 판단한다(cohen, 1988). 상관관계 효과

크기는 상관관계 계수를 Fisher′s Z로 변환하여 측정하게 되

면 Fisher′s Z로 변환한 값이 r값보다 더 정규분포를 만들어 

평균 효과크기에 대하여 분석이 가능하다(Borenstein et al., 
2009; 황성동, 2015). 
평균 효과크기 값에서 95%의 신뢰구간(CI)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효과크기는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며(Borenstein et al., 2009), 신뢰구간의 

하한선과 상한선으로 제시되는 구간이 짧을수록 정밀한 효과

를 보인다(황성동, 2015). 
효과크기-안정성계수(Fail safe N)는 평균효과크기의 값이 출

판편의로 인해 과하게 추정되는 경우에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지표로 효과크기-안정성 계수 값이 5k+10보다 큰 경우에는 

평균효과크기의 값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Rosental, 
1979).   

<표 1>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효과크기

요인 k n r(zcor) 95% CI I2 Fail Safe N

혁신성 47 14392 0.47 .42 .52 90% 47742

위험감수성 49 14950 0.49 .44 .55 91% 57821

진취성 42 13266 0.38 .33 .43 85% 25996

창업교육 26 8118 0.43 .31 .55 96% 14071

본 연구의 효과크기 산출 및 신뢰구간 등 분석내용은 <표 

1>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혁신성과 창

업의지와의 상관계수는 r=0.47(k=47, n=14,392), 신뢰구간 

0.42~0.52로 분석결과가 나왔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신뢰구간

이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고 할 수 있다. 혁신성과 창업의지에 대한 효과크기는 cohen
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중간 효과크기이다.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와의 상관계수 r=0.49(k=49, n=14,950), 

신뢰구간 0.44~0.55로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 신뢰구간도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효과크

기는 중간이다. 진취성과 창업의지와의 상관계수 r=0.38(k=42, 
n=13,266), 신뢰구간 0.33~0.43이며 진취성도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효과크

기는 중간정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와의 상관계수 r=0.43(k=26, 

n=8,118), 신뢰구간 0.31~0.55 이며 창업교육에 대한 신뢰구간

이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효과크기는 중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혁신성과 창업의지 forest plot

<그림 3>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 forest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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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진취성과 창업의지 forest plot

<그림 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forest plot

<그림 2>~<그림 5>는 개별연구에 대한 효과크기와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forest plots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정(+)
적 효과를 왼쪽은 부(-)적 효과를 보여준다. 각각 제시된 

forest plots를 살펴보면 4개의 변수 모두 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혁신성과 창업의지 funnel plot

<그림 7>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 funnel plot

<그림 8> 진취성과 창업의지 funnel plot

<그림 9>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funnel plot

<그림 6>~<그림 9>는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가 전체 연구

결과를 대표하는지 알아보고자 출간오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출간오류 분석은 깔때기 그림(funnel plot)이 수직선을 중심으

로 좌우대칭이 되면 출간편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그림 9>에서 일부 비대칭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출간오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비대칭 현상에 대한 통계적

인 검증을 위하여 Egger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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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성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의 출간오류가 없다고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창업교육은 

p-value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funnel plot에 

비대칭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회귀분석 결과

구분 t p-value

혁신성 -0.32662 0.7455

위험감수성 -1.4215 0.1618

진취성 -1.4208 0.1631

창업교육 -3.5755 0.00152

출간오류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효과크기 안전성 

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효과크기 안정성 계수는 

5k+10으로 제시가 가능하면 <표 1>에서 각각에 대하여 효과

크기 안전성 계수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각각에 대한 효과크기 안전성 계수는 혁신성 47742, 위험감

수성 57821, 진취성 25996, 창업교육 14071이며 이는 Rosental 
제시한 값보다 모두 크게 나와 본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결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4.3 기업가정신에 대한 창업의지

개별 실증연구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은 창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업가정신으로 창업교육

을 통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

다. 평균효과크기 합동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개별연

구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서 고정효과모형 또는 확률효과모형

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구

조방정식 모형에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개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 부분매개모형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매개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완전매개모형이 있다.  
기업가정신의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과 창업교육, 창업

의지로에 대한 상관계수를 토대로 측정변수 간의 구조적 관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판정은 검

정결과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며 각각의 통계값에 

대하여 p value 0.05초과, RMSEA 0.08미만, SRMR 0.08미만, 
CFI 0.9를 초과하여야 한다(Jak, 2015). 
고정효과모형에 대하여 출력한 결과 p value 0.0, RMSEA 

0.146, SRMR 0.123, CFI 0.888로 모든 값들이 충족하지 못하

여 고정효과모형은 기각되고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표 3>은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각각의 변수에 대한 상관

관계이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혁신성 -

위험감수성 0.493*** -

진취성 0.461*** 0.425*** -

창업교육 0.314*** 0.308*** 0.282*** -

창업의지 0.431*** 0.441*** 0.363*** 0.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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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결과

는 <표 4>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1차 연구모형 적합도 검정

결과 p value 0.0, RMSEA 0.0, SRMR 0.0, CFI 1.0이므로 1차 

경로모형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진취성에서 

창업교육으로 이어지는 경로분석의 유의확률이 0.12로 나타나 

2차 모형 적합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진취성에서 창업교육

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외하고 실시한 2차 모형 적합도 분

석결과에서 p value 0.073, RMSEA 0.032, SRMR 0.037, CFI 
0.988로 기준을 충족하여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차수 p value RMSEA SRMR CFI

1차 0.0 0.0 0.0 1.0

2차 0.073 0.032 0.037 0.988

기업가정신이 창업교육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경로분

석결과는 <표 5>와 <그림 1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구조방

정식 경로분석 결과는 혁신성에서 창업교육의 경로계수는 

0.234이고 신뢰구간 0.163~0.305, 위험감수성에서 창업교육의 

경로계수는 0.223이고 신뢰구간 0.156~0.291, 혁신성에서 창업

의지 경로계수는 0.184이고 신뢰구간 0.120~0.248, 위험감수성

과 창업의지 경로계수 0.224, 신뢰구간 0.163~0.285, 진취성과 

창업의지 경로계수 0.129, 신뢰구간 0.075~0.182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경로계수 0.225, 신뢰구간 0.136~0.314로 6개의 경로

에 대하여 모두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고, 0보다 큰 값

을 보이고 있으므로 정(+)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로써 기업가정신이 창업교육을 매개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

은 부분매개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경로 경로계수 LLCI ULCI

혁신성→창업교육 0.234 0.163 0.305

위험감수성→창업교육 0.223 0.156 0.291

혁신성→창업의지 0.184 0.120 0.248

위험감수성→창업의지 0.224 0.163 0.285

진취성→창업의지 0.129 0.075 0.182

창업교육→창업의지 0.225 0.13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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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독립변수인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매개변수인 창업교육을 

통하여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에 대하

여 <표 6>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간접효과 유의성 확인을 위

하여 모형적합도를 검정하였으며 모형적합도는 p value 0.068, 
RMSEA 0.032, SRMR 0.037, CFI 0.987로 기준을 충족한다. 
각각의 간접효과크기는 혁신성에서 창업의지에 이르는 간접

효과 크기는 0.050, 신뢰구간은 0.027~0.077이고, 위험감수성에

서 창업의지에 이르는 간접효과 크기는 0.048, 신뢰구간 

0.027~0.075이다. 측정한 두 개 변수 모두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고, 0보다 크므로 정(+)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은 창업교육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

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창업교육의 간접효과크기 

경로 간접효과크기 LLCI ULCI

혁신성→창업교육→창업의지 0.050 0.027 0.077

위험감수성→창업교육→창업의지 0.048 0.027 0.075

Ⅴ. 결론

5.1 연구결과 및 시사점

우리는 유망 아이템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

나 창업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인간의 수명은 의

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

무리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도 60세 정도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여야 하고 정년퇴직 이후 자연스럽게 창업의 길로 들어서

고 있다. 우리나라는 창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창업 지원시스

템이 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로 창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에 대한 여러 요인 중 기업가정신 

구성요소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과 창업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은 불확실성

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정량측정을 통하여 검정력이 증가하

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황성동, 2015).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52편 논문의 메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구성요소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과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에서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강하면 창

업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은 대부분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에 대하여(하규수․윤백중, 2011; 최양림․하규수, 2012; 윤남수, 
2012; 김정곤, 2017)메타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보였다.
둘째,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선행연

구 결과에서 대부분 기업가 정신교육이나 창업교육은 창업의

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가 있다(윤백중, 2012;
오영미․박성환, 2014; 이재석, 2015; 조윤아 외, 2015). 창업교

육에 메타분석 결과에서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간의 상관계수

는 0.225이지만, 출간오류가 비대칭으로 확인되어 분석에 활

용한 연구 자료가 전체 연구를 대변할 수 없다는 통계 결과

를 보여주었다.
셋째, 창업의지에 대한 각 요인들이 전체적인 평균 효과크

기는 혁신성(r=0.47), 위험감수성(r=0.49), 진취성(r=0.38), 창업

교육(r=0.43)으로 모두 중간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 창업교육을 매개변수로 

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혁신성

과 위험감수성은 창업교육을 매개변수로 하여 창업의지에 영

향을 미쳤으며, 진취성은 창업교육과는 관계없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연구자들이 실증분석을 통하여 대학의 창업교

육이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대

학생들에게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여 창업의지를 고취시켜야 

하고(정유선, 2018),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창업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창업

자에게 자극을 주어 창업의지를 높여주는(주암, 2018; 윤병선․
김천규, 2019) 교육과정으로 개편해 나아가야 한다.
둘째, 창업자에게는 혁신적인 기술을 리드할 수 있는 혁신

성과 창업자에게 언제나 닥쳐오는 위험에 대해서 감수할 수 

역량 그리고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경쟁자를 앞지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쳐야 하는 마음가짐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조기 교육을 시

작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등 창업관련 내용은 꼭 창업자

가 아니어도 누구에게나 필요한 부분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좋은 사례도 공유가 되어야 한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메타분석은 동일한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체계적․ 계량적

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며 개별 연구의 연구대상과 개입방법

에 따라 이질적인 결과를 보이기도 하며 특정 연구결과에만 

의존하는 현상을 배제함으로써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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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더 쉽게 출간되는 경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며 출간된 연구결과라고 하여 모두가 대표

성을 갖는 높은 수준의 질적 연구 결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황성동, 2015). 
4개의 변수에 대하여 동질성을 측정한 결과 모두 85% 이상으

로 연구에 사용한 자료들이 이질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 창

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다수의 연구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제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로 

들어났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출간오류를 교정

할 수 있는 Trim-and-Fill을 분석방법을 추가하고, 변수를 창업

멘토링, 창업효능감 등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

여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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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 Education

Yoon, Byeong seon*

Kim, Chun Kyu**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innovation, risk-taking, and enterprising on entrepreneurship. From 2013 to 
2020, 392 papers, which were judged as quantitative research from doctoral and master thesis, and academic journals published in Korea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28 duplicates of thesis and thesis are excluded. A total of 52 papers were finally selected, excluding 
312 papers that were insufficient to be used as research data because there were no statistical values such as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he 52 selected papers, the homogeneity of the variables was first verified. As a result of the homogeneity test, the innovativeness, 
risk-taking, initiative,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ll showed great effects on heterogeneity, and the average effect size was analyzed 
by random effect model. The average effect size analyzed was 0.38 ~ 0.49, and all four variables showed moderate average effect siz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verage effect size by forest plot, all showed proper results. From the results of funnel plot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ublished errors were confirmed asymmetric. Research data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shows that it cannot 
represent the whole. It i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 a parameter. Iinnovation and 
risk-taking have an impact on entrepreneurship by tak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a parameter. Initiative had an effec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 business, regardles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a number of studies,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s had an impac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t should be changed to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at combines theory and practice. 
Entrepreneurship education should be transformed into continuous and field-orien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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