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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왜?’창업을 하려는 지에 대한 질문은 어떠한 특정의 행동을 하려는 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떠한 특정의 

목적을 설정함에 있어서 개인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

는 성격 5요인을 매개로 한 대학생의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자기결정성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창업교육 방향

성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벤처 동아리에 소속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01일에서 11월 11일까지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대학생들의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지각된 행동통제와 긍정적 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회귀모델Ⅰ에서는 대학생의 창업의지와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 중에 지각된 행동통제, 긍정적 기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

향을 미쳤고, 부정적 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성격 5요인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회귀모델 Ⅱ에서는 지각된 행동통

제, 긍정적 기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부정적 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자기결정성 및 창업의지를 실행함에 있어 중요 변인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한 자신의 

성격 5요인을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성격을 매개역

할이 확인되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증명 되었다.

핵심 주제어: 대학생,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 자기결정성, 창업의지, 성격 5요인

I. 서론

1.1 연구목적

  

대학생 때는 진로의 탐색 및 목표를 설정하며, 진로 선택과 

결정을 통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 하는 기간인 동시에 

진로발달의 구체적인 이행인 취업 및 창업으로의 진입을 앞

둔 과도기에 해당한다.

2020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대학생 및 

졸업자(중퇴포함)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층(15-29세)은 166만 

여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 관련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후 가

장 많은 규모로 졸업(중퇴)자 중 35%는 미취업상태인 것을 

의미한다. 한편 취업을 해도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첫 직장 

월급이 150만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저

임금(월 175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청년층의 미취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주목을 받는 것

은 청년 창업’이다. 대학생을 포함하는 청년창업이 국내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중에 하나로 인식되면서 정부기관, 지

자체, 대학, 기업 및 민간단체에서는 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

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대학은 학생들에게 다양

한 새로운 이론적 학문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함께 

창의적 사고를 통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잠

재적 기회의 장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최서

윤, 2018).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은 목표설정이론에 근거하여 계획된 행

동모델을 결합한 행동예측 모델로 이 모델의 핵심은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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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정을 중요시하고 이를 통해서 행동의도를 결정짓는 요인

들 간의 영향력과 선행연구들이 기대 및 열망을 통해 행동의

도를 결정짓게 한다.

과거보다 복잡해지는 현대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비의지적 상황까지 고려하여 이전에는 고려되지 못하

였던 개인의 감정부분까지 포함된 인간의 의사결정과정과 행

동사이를 설명한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근거로 자

기결정성과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

으며 성격5요인 또한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직무만족, 개

인혁신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주를 이뤄왔고 매개효과를 

보는 연구는 미비했다(이은희, 2019; 권영순, 2020).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은 일반인 이론에 그친 반면에 본 논

문은 선행연구와 차이를 두어 성격 5요인을 매개로한 대학생

들의 목표지향성 행동모델이 자기결정성 및 창업의지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며, 많은 연구자들이 미래 창업

을 열어갈 대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생각과 독창적인 창업정책

이나 창업교육 또는 창업의지가 있는 대학생들에게 목표지향

적인 이론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한국 사회와 대학교 창업

교육 자료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인구사회통계학적 특성이 목표 지향적 행동모

델,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4. 성격 5요인은 대학생의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

과 자기결정성 및 창업의지 사이에 매개효과

를 가질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2.1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

학계에서는 인간의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의 인지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연구결과들에서 인간의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하는데 한계점이 노출되어, 비의지적인 

요소인 인간의 감정적・동기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연구로

확장 발전하게 되었다.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들이 합리적 행

동 모델(TRA: Thoery of Reasoned Action)과 계획된 행동모델

(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대표

적인 연구는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MGB: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이다.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은 합리적 

행동모델(TRA)과 계획된 행동모델(TPB)에 인간의 감정적・동

기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확장된 이론이다(최규환·여호근, 

2018).   

본 연구에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은 태도, 주관

적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긍정적 기대, 부정적 기대이다.

구성

요인
내용 연구자

태도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과 그 행동결과의 

영향력평가를 결합하여 측정, 특정 행동에 

대해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정도

Fishbein &

Ajzen (1975)

권영순(2020)

주관적 

규범

규범적 신념 및 순응의 동기로 구성, 개인은 

특정 행동을 하기 이전에 중요한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들의 동의 

정도에 따라 행동 여부 결정

Fishbein &

Ajzen(1975)

Ajzen(1991)

기대

정서

사건 발생 이전 단계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개인의 반사실 적사고 및 사전 사실적 사고,

개인은 부정적인 기대감정을 피하고 

기대감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

Carrus et

al.(2008)

송학준・이충기,

2010

지각된 

행동

통제감

자기능률감과 행동통제를 포함하는 개념, 특정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용이한 정도로 

파악되어 인지된 감정

Terry ＆

O'Leary(1995)

Ajzen(1991)

행동

의도

개인의 행동을 직접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들이 행동에 대한 대리 변수로 

행동의도를 측정

Fishbein &

Ajzen (1975)

김성우(2017)

<표 1>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의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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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는 과정으로(이

순례, 2020; 김아영, 2010)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

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행동의 주체라고 느끼는 자

율성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하는 

방법, 시기, 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주도성과 자율성이 핵

심이 되는 개념이다(Bell & Staw, 1989; Spector, 1986). 자기결

정성이론은(Deci & Ryan, 1985; 2002;)가 고안하였으며 개인의 

자기행동, 개인의 내적동기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표 2> 선행연구에서의 개념

구성요인 내용 연구자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율적 

특성을 뜻한다.

Deci &

Ryan(2000)

백옥경(2014)

내재적

외재적

외적 압력에 대하여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지각하여 결정하는 능력

심재명

(2016)

자율성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활용이 대학생의 이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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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창업의지

창업은 조직을 창조하는 새로운 과정이며, 창업의지란 개인

에 의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행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이자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창업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며(Veciana et al., 2005) 실제 창업을 설

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창업의지는 사람이 자영업에 실제로 개입하기 전에 인식하

는 과정이기에(Linan & Chen, 2009)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다

면 창업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창업의지는 새로

운 기업을 만들거나 기존 기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Bird, 1988). 이러한 창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창출되기에, 창업은 계획되고 의도된 행동이라 할 수 있

다(Katz & Gartner, 1988). 채연희(2017)는 대학생의 창업의지

란 한 개인이 진로서 창업에 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기 이전의 인지

적인 감정, 생각 및 태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구성요인 내용 연구자

조직문화

기업특생 목표

새로운 기업을 만들거나 기존 기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Bird(1988)

심리적 상황 고도성장사업을 시작하고자하는 의도

Hmieleski &

Corbett(2006)

이재훈(2013)

상황요인
사람이 자영업에 실제로 개입하기 전에 

인식하는 과정

Linan & Chen

(2009)

인지적규범
창업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이며, 창업 

행동의 가장 좋은 예측 변수

Ferreira et al.

(2012)

계획된행동
한 개인이 진로로서 창업에 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는 것

채연희

(2017)

창업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행동통제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을 창의적으로 

창출하려는 내면의 임파워먼트 

권영순

(2020)

<표 3> 선행연구에서의 개념

*선행연구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2.4 성격 5요인

개인의 행동유형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사용 가능한 비교

적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반응에 대한 경향성으로(Costa & 

McCrae, 1992)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성

격 5요인의 구성요인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본 연

구에서는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으로 구분된

다.

구성요인 내용 연구자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정서적 

불안정성

개인적 특질로 

상호독립적 성격을 

갖는다

이병임·류형선(2014),

조현철(2015),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정서적 안정성

인간의 보편적인 

성격구조를 설명하는데 

적절

김미영(2015),

최지환(2016),

강성환(2018),

김경선 외(2020)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

다른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의 특징적인 

감정,사고, 행동양식

장승환(2017),

이석동(2017),

이은희(2019),

권영순(2020)

수용성, 성실성,

호감성, 친절성, 순응성

인간에게 공통으로 

존재하면서 개인간의 

차이와 포괄절 행돋을 

설명

강봉수(2016)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과민성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성격의 기본단위
김기호(2018)

<표 4> 선행연구에서의 개념

*선행연구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III.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자기결정성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 Big 5 성격요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

해 2019년 10월 01일에서 11월 11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소

재한 10개의 대학교 대학생의 4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된 조사를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하

며서 벤처동아리에 소속된 1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하여 불성실한 답변을 한 25부를 제외한  125부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한국의 주요한 창업가들이 될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기결정성 및 창업의지에 영향 5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인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의 영향과 성격요

인의 매개효과를 분석․검증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목

표 지향적 행동모델은 창업의도, 의사결정, 행동의도, 행동분

유능성

관계성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자기결정성 정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18)

자율성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박주현

(2019)

자율성

통제성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개인의 

강점과 한계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외부의 힘을 인지하며 선택을 

확정하고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식의 정함을  

요구

이순례

(2020)

김아영 

(2010)

동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는 능력
김진희

(2019)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스스로 지각하여 선택하는 능력
이선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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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등 개인의 결정과 관련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본 연구

또한 벤처 동아리 대학생들이 장래를 결정함에 있어 자기결

정성과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을 독립변수로,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를 독

립변수로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개인적 영역에서의 관계성이 

보고된 성격 5요인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였고 다음과 같이 연

구모형을 수립하였다.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3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

였다.

연구가설 1.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은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1. 태도는 자기결정성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

다.

연구가설 1-2. 주관적 규범은 자기결성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3. 지각된 행동통제는 자기결정성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4. 긍정적 기대는 자기결정성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5. 부정적 기대는 자기결정성에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연구가설 2-1. 태도는 창업의지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주관적 규범은 창업의지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3. 지각된 행동통제는 창업의지에 정적영향을 미

칠 것이다.

연구가설 2-4. 긍정적 기대는 창업의지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5. 부정적 기대는 창업의지에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성격 5요인은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자기결

정성 및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

을 것이다.

연구가설 3-1. 성격 5요인은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자기결

정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1-1. 태도와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성격5요인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1-2. 주관적 규범과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성격

5요인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1-2. 지각된 행동통제와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성격5요인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1-4. 긍정적 기대와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성격

5요인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1-5. 부정적 기대와 자기결정성의 관계에서 성격

5요인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2. 성격 5요인은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창업의

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2-1. 태도와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성격5요인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2-2. 주관적 규범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성격5

요인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2-2. 지각된 행동통제와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성

격5요인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2-4. 긍정적 기대와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성격5

요인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2-5. 부정적 기대와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성격5

요인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3 설문지 구성

본 논문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각 변인에 대한 측정도구를 선정하였고, 척

도들의 구성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사용된 측정도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목표 지

향적 행동모델, 자기결정성, 창업의지, 성격 5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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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설문지 구성

측정변수 문항 수 Cronbach's α 출처

Ⅰ. 인구통계학적 특성 6

Ⅱ.

목표 

지향

적 

행동

모델

태도 5

0.92

Perugini

& Bagozzi(2001)

사혜지 외(2018)

박진선·김정민(2019)

김진희(2019)

박해소(2019)

주관적 규범 5

긍정적 기대정서 5

부정적 기대정서 5

지각된 행동통제 5

소계 25

Ⅲ.

자기

결정

성

자율성 7

0.93

Deci & Ryan(1985),

이성택(2018),

이순례(2020)

유능성 7

관계성 7

소계 21

Ⅳ.

창업

의지

창업을 위한 노력 1

0.94

Linan & Chen(2009)

채연희(2017)

가혜영(2019)

김완기(2019)

권영순(2020)

창업을 위한 준비 1

차별화된 창업기술 1

창업가가 되기 위한 

직업목표
1

창업시기 1

창업에 대한 욕구 1

기회가 되면 창업희망 1

창업 위한 준비 중 1

비전있는 분야 창업 1

회사 설립의도 확고 1

소계 10

Ⅴ.

성격

5

요인

개방성 6

0.89

Costa & MaCrae

(1986, 1992)

강성환(2018)

이은희(2019)

성실성 6

외향성 6

친화성 6

신경성 6

소계 30

합계 92 0.97

3.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4.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

도분석과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변수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을 실시하였

다. 넷째, 대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과, 자기결정성, 그리고 창업의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검증)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였다. 

다섯째, 대학생의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자기결정성과 창

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4.4 상관분석

벤처동아리 소속 대학생들의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 과 자기

결정성 및 창업의도 변수들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생의 목표 지향적 행동 중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긍정적 기대는 자기결정성 및 

창업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

정적 기대는 자기결정성 및 창업의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대학생들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긍정적 기대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성과 창업

의지가 높으며, 부정적 기대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성과 창업의

지가 낮음을 의미한다.

<표 6> 상관분석

구분 자기결정성 창업의지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

태도 0.446***(0.000) 0.397***(0.000)

주관적 규범 0.449***(0.000) 0.551***(0.000)

긍정적 기대 0.437***(0.000) 0.666***(0.000)

부정적 기대 -0.152*(0.014) -0.406***(0.000)

지각된 행동통제 0.454***(0.000) 0.575***(0.000)

성격

5요인

개방성 0.591***(0.000) 0.460***(0.000)

성실성 0.749***(0.000) 0.365***(0.000)

외향성 0.637***(0.000) 0.464***(0.000)

친화성 0.571***(0.000) 0.363***(0.000)

신경성 -0.108(0.082) -0.045(0.469)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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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4.1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4.1.1 태도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태도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는 <표 7>과 같다.

<표 7> 태도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자기결정성

b β t p

태도 0.343 0.446 7.996*** 0.000

Constant 2.435 14.624*** 0.000

R2 0.192

F(p) 63.945***(0.000)

*** p<.001

대학생들의 태도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 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63.935, p<.001), 약 

19.2%(R2=.192)를 설명해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에

는 태도(β=.446,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4.1.2 주관적 규범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주관적 규범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주관적 규범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자기결정성

b β t p

주관적 규범 0.246 0.449 8.079*** 0.000

Constant 2.952 28.704*** 0.000

R2 0.201

F(p) 65.277***(0.000)

*** p<.001

대학생들의 주관적 규범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이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65.277, p<.001), 

약 20.1%(R2=.20)를 설명해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

에는 주관적 규범(β=.449,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적 영향을 미쳤다.

4.1.3 긍정적기대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긍정적기대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긍정적기대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자기결정성

b β t p

긍정적 기대 0.261 0.437 7.795*** 0.000

Constant 2.851 24.024*** 0.000

R2 0.190

F(p) 60.758***(0.000)

*** p<.001

대학생들의 긍정적 기대정서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60.758, p<.001), 

약 19%(R2=.19)를 설명해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에

는 긍정적 기대정서(β=.437,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4.1.4 부정적기대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부정적기대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부정적기대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자기결정성

b β t p

부정적 기대 -0.077 -0.152 -2.475* 0.014

Constant 4.050 31.537*** 0.000

R2 0.024

F(p) 6.124*(0.014)

*** p<.001

대학생들의 부정적 기대정서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6.124, p<.05), 

약 2.4%(R2=.043)를 설명해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

에는 부정적 기대정서(β=-.152,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4.1.5 지각된 행동통제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지각된 행동통제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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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각된 행동통제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자기결정성

b β t p

지각된 행동통제 0.280 0.454 8.188*** 0.000

Constant 2.921 27.775*** 0.000

R2 0.203

F(p) 67.032***(0.000)

*** p<.001

대학생들의 지각된 행동통제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67.032, p<.001), 

약 20.3%(R2=.20)를 설명해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

에는 지각된 행동통제(β=.454,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4.1.6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자기결정성에 미

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지각된 행동통제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생들의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태도와 주

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2>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자기결정성

b β t p

태도 0.174 0.226 3.549*** 0.000

주관적 규범 0.087 0.158 2.093* 0.037

긍정적 기대정서 0.071 0.118 1.592 0.113

부정적 기대정서 0.022 0.043 0.743 0.458

지각된 행동통제 0.120 0.195 2.578* 0.011

Constant 2.120 9.598*** 0.000

R2 0.305

F(p) 22.3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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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창업의지에 미

치는 영향

4.2.1 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는 <표 13>과 같다.

<표 13> 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창업의지

b β t p

태도 0.600 0.397 6.955*** 0.000

Constant 0.585 1.746 0.082

R2 0.160

F(p) 48.374***(0.000)

*** p<.001

대학생들의 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

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48.374, p<.001), 약 16% 

(R2=.160)를 설명해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는 태도 

(β=.397,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4.2.2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창업의지

b β t p

주관적 규범 0.592 0.551 10.601*** 0.000

Constant 0.969 5.139*** 0.000

R2 0.301

F(p) 112.371***(0.000)

*** p<.001

대학생들의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이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112.371, p<.001), 약 

30.1%(R2=.301)를 설명해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는 

주관적 규범(β=.551,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영

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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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긍정적기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긍정적기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긍정적기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창업의지

b β t p

긍정적 기대정서 0.782 0.666 14.359*** 0.000

Constant 0.201 1.039 0.300

R2 0.454

F(p) 206.172***(0.000)

*** p<.001

대학생들의 긍정적 기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이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206.172, p<.001), 약 

45.4%(R2=.454)를 설명해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는 

긍정적 기대(β=.666,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

향을 미쳤다.

4.2.4 부정적기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부정적기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부정적기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창업의지

b β t p

부정적 기대정서 -0.403 -0.406 -7.146*** 0.000

Constant 4.481 19.222*** 0.000

R2 0.159

F(p) 51.067***(0.000)

*** p<.001

대학생들의 부정적 기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대학생들의 부정적 기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이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51.067, p<.001), 

약 15.9%(R2=.159)를 설명해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는 부정적 기대정서(β=-.406,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4.2.5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창업의지

b β t p

지각된 행동통제 0.696 0.575 11.276*** 0.000

Constant 0.832 4.384*** 0.000

R2 0.332

F(p) 126.152***(0.000)

*** p<.001

대학생들의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대학생들의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면, 이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126.152, 

p<.001), 약 33.2%(R2=.332)를 설명해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는 지각된 행동통제(β=.575, p<.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4.2.6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창업의지에 미치

는 영향

대학생들의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창업의지

b β t p

태도 0.052 0.034 0.649 0.517

주관적 규범 0.105 0.098 1.558 0.120

긍정적 기대 0.510 0.434 7.043*** 0.000

부정적 기대 -0.163 -0.165 -3.402** 0.001

지각된 행동통제 0.202 0.167 2.661** 0.008

Constant 0.652 1.808 0.072

R2 0.520

F(p) 55.0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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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은 지각된 행동통제와 긍정적 기대정서가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고, 부정적 기대가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낮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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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성격 5요인의 매개효과

4.3.1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과 자기결정성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과 자기결정성과의 관계에서 성격 5요

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모델 Ⅰ에서는 목표 지

향적 행동모델 투입하였고, 모델 Ⅱ에서는 성격 5요인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과 자기결정성에서 매개효과

구 분

모델Ⅰ 모델Ⅱ

b β t p b β t p

목표 

지향

적 

행동

모델

태도 0.174 0.226 3.549*** 0.000 0.084 0.110 2.388* 0.018

주관적 

규범
0.087 0.158 2.093* 0.037 0.008 0.014 0.261 0.794

긍정적 

기대
0.071 0.118 1.592 0.113 -0.009 -0.015 -0.283 0.778

부정적 

기대
0.022 0.043 0.743 0.458 0.008 0.016 0.374 0.709

지각된 

행동통제
0.120 0.195 2.578* 0.011 0.033 0.054 0.986 0.325

성격

5

요인

개방성 0.141 0.164 3.314** 0.001

성실성 0.384 0.463 9.146*** 0.000

외향성 0.118 0.140 2.437* 0.015

친화성 0.082 0.096 1.898 0.059

신경성 -0.036 -0.057 -1.345 0.180

Constant 2.120 9.598*** 0.000 0.752 3.532*** 0.000

R2 0.305 0.665

△R2 0.305 0.360

F(p) 22.304***(0.000) 49.390***(0.000)

△F(p) 22.304***(0.000) 53.448***(0.000)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고 

(F=22.304, p<.001), 약 30.5%(R2=.305)의 설명력을 지니며, 대

학생들의 자기결정성에는 목표 지향적 행동모형 중에 태도 

(β=.226, p<.001)와 주관적 규범(β=.158, p<.05), 그리고 지각

된 행동통제(β=.195,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

향을 미쳤다.

4.3.2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과 창업의지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성격 5요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모델Ⅰ에서는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 투입하였고, 모델 Ⅱ에서는 성격 5요인 변수를 투입

하였다. 그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과 창업의지에서 매개효과

구 분

모델Ⅰ 모델Ⅱ

b β t p b β t p

목표 

지향적 

행동

모델

태도 0.052 0.034 0.649 0.517 0.018 0.012 0.226 0.821

주관적 

규범
0.105 0.098 1.558 0.120 0.079 0.073 1.160 0.247

긍정적 

기대
0.510 0.434 7.043*** 0.000 0.455 0.388 6.211*** 0.000

부정적 

기대
-0.163 -0.165 -3.402** 0.001 -0.177 -0.178 -3.535*** 0.000

지각된 

행동통제
0.202 0.167 2.661** 0.008 0.186 0.154 2.426* 0.016

성격 

5요인

개방성 0.250 0.148 2.555* 0.011

성실성 -0.025 -0.015 -0.256 0.799

외향성 0.001 0.001 0.011 0.991

친화성 0.062 0.037 0.626 0.532

신경성 -0.120 -0.097 -1.969 0.050

Constant 0.652 1.808 0.072 0.448 0.918 0.359

R2 0.520 0.545

△R2 0.520 0.025

F(p) 55.015***(0.000) 29.804***(0.000)

△F(p) 55.015***(0.000) 2.725*(0.020)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 

(F=29.804, p<.001), 설명력은 54.5%(R2=.545)이었고, 이는 첫 

번째 회귀분석 모델보다 설명력이 2.5% 증가하였다(△

R2=.025).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는 목표 지향적 행동 모델 중에 긍정

적 기대(β=.388, p<.001)와 지각된 행동통제(β=.154,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부정적 기대(β

=-.178,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성격 5요인 중에는 개방성(β=.148,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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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최근 세계 각국은 직면한 경제 불황과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는 것이 "창업"에 관한 정책이다(조영복 외, 

2018).

활발한 창업활동은 국가 경제에 있어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 여겨 고용

창출에 대한 기여가 보고되면서(윤남수, 2012) 창업은 실업문

제 해결, 취업률 향상, 경제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더욱 강조

되고 있다(성대권 외, 2012).

본 연구는 벤처동아리 대학생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이 자

기결정성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Big 5 성격 요인이 어

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하였다.

첫째, 목표지향적행동모델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태도(β=.446, p<.001), 주관적 규범(β

=.449, p<.001), 긍정적 기대정서(β=.437, p<.001), 지각된 행동

통제(β=.454,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

쳤고, 부정적 기대정서(β=-.152,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적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김진희(2019), 이용규·

송용찬(2012), 김공수 외(2016), 조현철(2015)의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

둘째, 목표지향적행동모델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규범(β=.551, p<.001), 긍정적 기대정서(β=.666, p<.001), 지각

된 행동통제(β=.575,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

향을 미쳤고, 부정적 기대정서(β=-.406,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김진희(2019), 김완기(2019), 박해소(2019), 조

원영(2019), 김명애(2017), 조신영(2017), 송학준·이충기(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Big 5 

성격요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모델Ⅰ에서는 목

표 지향적 행동모델 투입하였고, 모델 Ⅱ에서는 Big 5 성격요

인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회귀모델 Ⅰ은 모델

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고(F=55.015, p<.001), 약 52.0%(R2=.520)

의 설명력을 지니며, 수행된 회귀모델 Ⅱ는 Big 5 성격요인의 

매개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모델의 적합성이 검증

되었으며(F=29.804, p<.001), 설명력은 54.5%(R2=.545)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Costa & MaCrae(1992), Perugini & 

Bagozzi(2001), Linan & Chen(2009), 이경임·안창규(1996), 채연

희(2017), 김진희(2019), 박해소(2019), 이은희(2019), 가혜영

(2019), 김완기(2019)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Ⅵ. 결론

5.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에 미치는 영향과 성격 5요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대

학생 등 청년들의 진로 및 창업의지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자기결정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모형은 적합성이 태도((F=63.945, 

p<.001), 약 19.2%(R2=.192), 주관적 규범(F=65.277, p<.001), 약 

20.1%(R2=.201), 긍정적 기대(F=60.758, p<.001), 약 19.% 

(R2=.190), 지각된 행동통제(F=67.032, p<.001), 약 20.3% 

(R2=.203)를 설명해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에는 태

도(β=.446, p<.001), 주관적 규범(β=.448, p<.001), 긍정적 기

대(β=.437, p<.001), 지각된 행동통제(β=.453, p<.001)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학생들의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높을수록 자기결정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의 부정적 기대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 

(F=6.123, p<.05), 약 2.4%(R2=.024)를 설명해주고 있다. 대학생

들의 자기결정성에는 부정적 기대(β=-.153, p<.05)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부정

적 기대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학생들의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창업의지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면, 태도(F=48.375, p<.001), 약 16% 

(R2=.160), 주관적 규범(F=112.372, p<.001), 약 30.1%(R2=.301), 

긍정적 기대(F=206.172, p<.001), 약 45.4%(R2=.454), 지각된 행

동통제(F=126.152, p<.001), 약 33.2%(R2=.332)를 설명하므로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는 태도(β

=.398, p<.001), 주관적 규범(β=.551, p<.001), 긍정적 기대(β

=.667, p<.001), 지각된 행동통제(β=.575, p<.001)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대학생들은 태도가 높을

수록 창업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 기대도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51.067, p<.001), 약 15.9%(R2=.159)를 설명해

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는 부정적 기대(β=-.406,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대학생들은 부정적 기대가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는 목표 지향적 행동

모델 중에 긍정적 기대(β=.434)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지각된 행동통제(β=167), 부정적 기대(β=-.165) 순

으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학생들의 성격 5요인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이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 

(F=47.747, p<.001), 약 16%(R2=.16)를 설명해주고 있다. 대학

생의 자기결정성에는 성격 5요인(β=.401, p<.001)이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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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대학생은 성격 5

요인이 높을수록 자기결정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이 

성격 5요인을 강화하고 자기결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

육을 통해 개방성, 자율성, 관계성 등 자율정신을 함양할 필

요가 있다. 특히 부모와의 능력이 우선적이며 더할 나위가 없

겠지만 부모가 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본인의 능력을 

함양 시킬 수밖에 없다. 대학생일수록 고용 및 창업가능성을 

배가하기 위해 창업정신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 

되었다.

또한 대학생의 성격 5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살펴본 결과는 이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 

(F=81.598, p<.001), 약 24%(R2=.24)를 설명해주고 있다. 대학

생의 창업의지에는 성격 5요인(β=.498,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대학생은 Big 5 성격요

인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스스로 자신의 창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취업 등 창업활동을 수행

하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희망 직업에 좀 더 몰입하

게 됨으로써 창업활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다수의 선행연

구과 일치하고 있다(Ahlin et al., 2014; Bullough et al., 2014: 

김지혜, 2018). 대학생이 독립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된다면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를 이해하고 표

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역할은 특정한 직업을 권

장하기보다는 진로탐색을 도와주거나 진로를 결정하기 보다

는 자녀의 의사결정 대안을 수용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대학생 개인의 창업의지 역량은 곧 사회에 나갈 준비로서 

개인이 갖춰가는 일에 대한 태도, 자질, 기술 등이 불확실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회변화

에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기업정신과 창업의

지성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환경

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용가능성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기업정신의 함양을 통해 급속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

게 대처해야 함은 물론 새로운 개념의 창업의지의 스킬과 자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대학생의 취․창업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후

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후

속 연구를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최근 국내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청년취․창업관련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경영학 연구 분야, 특히 창업

가 정신연구 분야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가적 탄력성의 효과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그 대상을 대학생에서 성인창업도전 관련 연

구에서 으로 확대하고, 창업 실패에 따른 창업가적 탄력성이 

추가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벤처동아리 소속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타 동아리소속 대학생들 또는 비동아리 활동 대학

생과의 비교연구나 모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대학 및 관련 기관들은 대학생들의 취업성 강화

를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선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갈수록 창업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

은 창업환경을 위해 대학생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이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적으로 연구되어 대학생의 창업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되고 대학생이 창업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행정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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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question of why do you want to start a "start?" Is the most basic step in trying to do something. In other words,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degree of confidence in an individual's decision affects the setting of a specific purpose. Based on this,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deriving the dire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college students by analyzing the effects of 

goal-oriented behavioral model on college students' self-determination and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through the 5 factor model.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rom October 01 to November 11, 2019 for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located in Gyeonggi-do, Seoul. A total of 1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125 part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ept 25 parts with insincere responses or error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4, and reliability, valid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One-wa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nd three-step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verification 

were performed for mediating effects. The summary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goal-oriented behavioral model on self-determination showed that attitudes,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and positive and negative expectat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d not affect. Therefore, the higher the attitude,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he higher the university 

students' self-determination.

Second,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goal-oriented behavioral model on the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was as follows.).As a 

result, the higher th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positive expectation, the higher the intention to start up.

Third, regression model 1 showed that the behavioral control and positive expectation sentiment among the goal-oriented behavioral 

model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college students'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Affected. Regression model Ⅱ added the 

parameters of the 5 factor model, which increased 2.5% of explanatory power than the first regression model.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positive expectation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negative expectation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and among the 5 factor model, openn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Affected.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seen 

that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oriented behavior model and intention to 

start up.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goal-oriented behavioral model of college students is an important variable in implementing 

self-determination and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In addition, by using his Big 5 personality factors as positive feedback, he has 

proved to play an important role by identifying the mediation role that can be set, planned and utilized to plan and achieve his lif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college students are interested in the intention of individual start-ups, so they are not freed from 

difficult employment difficulties.  It is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useful in the age of creation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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