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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창업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 
영향관계에 있어 창업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광주·전남 지역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중분석 결과, 창업교육 및 창업컨설팅은 창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역량은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의 영향관계에서 매개변수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본 연구
의 결과는 효과적인 창업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향상키서 양호한 창업문화를 형성하는 게 연구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역량, 창업의지, 창업문화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consulting program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pre-founders and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ship 
competence in these influence relationships.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pre-founders in Gwangju and Jeonnam areas for empiric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ctual analysis,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consulting showed a positive (+) effect on 
entrepreneurship competency,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consulting 
showed a statistical significance as a paramet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wil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for effective start-up education and 
consulting programs, thereby improving the entrepreneurial will of pre-founders and forming a good 
start-up culture. Finally, this study also presented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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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기불황은 심화되고 실업률은 증

가되며 많은 청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
는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에 정부 및 여러 기관들은 창업관련 교육 및 컨설팅 프로
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창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나 충분한 사전 교육과 준비를 갖추지 못한 
창업자들이 속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1]. 

창업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정보에 대
한 숙지정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창업을 시행하게 되면 
실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고 적절한 
창업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2].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다양한 창업교육들이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질적인 체계 구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실정
이다[3].

이에 본 연구는 잠재적 창업자인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창업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 영향관계에 있어 창업역량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는 게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
과는 효과적인 창업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강화하여 양호한 창업문화를 형성하는데 연구의미가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설정 
2.1 창업교육 및 컨설팅 

창업교육이란 창업아이템의 탐색, 사업계획의 구체적
인 수립 및 성공적인 회사운영 등에 필요한 지식, 태도, 
능력 및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예비창업가들의 창업의
지를 함양하는 것이다[4]. 창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비창업가 및 잠재적 창업가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다양
한 지식과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다. 특히 창업교육을 통
한 후천적인 창업가 육성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창업교
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5]. 또한 창업교육
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6, 7].

창업컨설팅은 창업전문지식이나 창업경험, 환경적 대

응 능력 및 상황판단 등 가치 창출에 직접 참여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8]. 또한 
예비창업자들에게 기존 사업자들의 경영전반에 관한 문
제점과 전략을 분석하여 해결책이나 방안을 자문해주는 
전문적인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창업컨설팅 시장
은 크게 정부 주관 지원사업과 민간 창업컨설팅 시장으
로 이루고 있다. 

정부주관 창업컨설팅지원은 중소창업기업의 영세성, 
자금의 취약성 및 열약한 기업자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창업컨설팅시장은 자기부담 비용으로 업체를 통한 
자문방식으로 진행된다. 창업컨설팅은 예비창업자의 창
업을 촉진하고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창업
성공률을 높여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9].  

2.2 창업역량
창업역량은 창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능

력측정이고[10], 장영미·하규수(2018)은 창업역량을 성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능력으로 보고 있으며, 
창업자의 경험이나 스킬, 지식 등이 포함되어 있는 높은 수
준의 특성이라고 하였다[11]. 창업자들은 성공적인 창업과
정을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및 가치가 필요하다. 

2.3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로 창업

을 이루게 하는 행동이며, 창업에 대한 미래방향을 설정
하고 성공으로 나아가려는 예비창업자의 마음가짐이다
[12]. 김문성·이준우(2017)는 창업의 성공을 위한 창업의
사와 열정, 준비 등을 창업의지로 보았다[13].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예비창업자의 인구·사회적 개인 특성, 창업을 통
해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지적수준, 개인의 심리적 요인 등이 있다. 

2.4 창업교육 및 컨설팅과 창업역량 간의 관계
김용태(2017)는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으로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창업교육을 통
해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역량들을 형성할 수 있으며, 창
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창업에 대한 컨설팅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시켜 
창업자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3]. 이러한 관련성에 
기초하여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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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창업교육은 창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창업컨설팅은 창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창업역량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 
정두식(2016)은 잠재적 창업자인 직장인, 대학원생, 

베이비붐 세대 등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창업자 역량은 창업의지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4], 이재
석·이상명(2015)은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의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예비창업자
들의 역량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실증하
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7]. 

가설3: 창업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 창업역량의 매개효과 
곽동신 외(2016)은 교육을 통한 후천적인 노력으로 

창업의지를 향상시키거나 창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고 하였으며[15], 김예정(2019)은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 간의 영향에 관계에서 매개효과 있
다는 것을 실증하였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창업역량은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5: 창업역량은 창업컨설팅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
를 매개할 것이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3.1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광주·전남 지역에서 예
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였
으며, 총 250부를 배포하였고 수거한 설문 중에서 파손
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20
부를 데이터분석에 사용하였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중분석을 위해 SPSS24.0을 통해 연
구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같은 기초분석과 가설검증
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변수 간의 내적 일
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Cronbach's 알파를 사용하여 신
뢰성을 검증하였고, 측정변수의 단일차원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설문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 
185명(84.1%), 여성 35명(15.9%)이다. 연령은 20대 94
명(42.7%), 30대 105명(47.7%), 40대 21명(9.6%) 이다. 
학력은 전문대학교 졸업 61명(27.7%), 대학교 졸업 131
명(59.5%), 대학원(석/박사) 졸업 28명(12.8%)이다. 창
업유형은 온라인 창업 189명(85.9%), 오프라인 창업 31
명(14.1%)으로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들이 온라인 창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창업 168명(76.4%), 2
인 창업 41명(18.6%), 3인 이상 창업 11명(5%)으로 1인 
창업이 가장 많았다. 

4.2 신뢰성 및 타당도 분석 

Variables loading eigenvalue Cronbach’α

ES
1 .778

2.63741 .7822 .764
3 .708
4 .551

CS
1 .729

2.46491 .7562 .664
3 .641
4 .597

EC
1 .799

2.04698 .7862 .746
3 .500

EI

1 .777

2.75727 .793
2 .742
3 .685
4 .618
5 .601

Table 1. The Result of Convergent Validity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해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직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6호26

각회정방식인 베리멕스 방법을 통해 고유 값 1.0 이상, 
요인적재량 0.5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KMO 값이 
.904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모든 변수들이 0.7이상으로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4.3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수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Table 2와 같이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역량 및 창
업의지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상관계수는 
.479에서 .653 사이로 변수 간에 일정한 수준의 상관성
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ES CS EC EI
ES － 　 　 　
CS .553** － 　 　
EC .565** .653** － 　
EI .479** .501**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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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4.4 가설검증 
본 연구는 창업교육 및 컨설팅지원이 창업의지는 미치

는 영향과 창업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은 가설1과 가설2의 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은 창업역량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2는 채택되었다. 

model
Non-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t pB Standard 
Daviation β

ES .584 .058 .565 10.104 .000
R²=.319(Ajusted R²=.316) F=102.096 P=.000 Durbin-Watson=2.103

model
Non-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t pB Standard 
Daviation β

CS .723 .057 .653 12.722 .000
R²=.426(Ajusted R²=.423 F=161.838 P=.000 Durbin-Watson=1.940
***:p<.001, **:p<.01, *:p<.05 (Dependent Variable: EC)

Table 3. Result of Hypothesis 1-2

Table 4는 창업역량과 창업의지의 영향관계를 분석
할 결과, 창업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3은 채택되었다. 

model
Non-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t pB Standard
Daviation β

EC .420 .047 .520 8.978 .000
R²=.270(Ajusted R²=.267 F=80.599 P=.000 Durbin-Watson=1.861
***:p<.001, **:p<.01, *:p<.05 (Dependent Variable: EI)

Table 4. Result of Hypothesis 3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
계에서 창업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Table 5와 
같다. 3단계의 독립변수인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의 표
준화된 회귀계수 값은 2단계의 값보다 적게 나타나 매개
변수인 창업역량의 부분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따라서 가설4와 가설5는 채택되었다. 

Step2 Step3
β p β p

ES .479 .000 .273 .000
EC .365 .000
R² .230 .321

Adjusted R² .226 .314
F 65.042 51.223
CS .501 .000 .282 .000
EC .335 .000
R² .251 .316

Adjusted R² .248 .309
F 73.086 50.039

Table 5. Result of Hypothesis 4-5

5. 결론
5.1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창업교육 및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에 미치
는 영향과 창업역량의 매개효과에 대해 실중분석을 진행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
육 및 창업컨설팅은 창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창업자의 역량을 제고하여 창업의지를 향상시켜 
창업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향상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창업교육
과 창업컨설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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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과 증대시키고 염려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창업역량은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
의 영향관계에서 매개변수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예비창업자들의 역량이 높을수록 창업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창업교육 및 컨설팅과 같은 프로
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창업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창
업역량에 맞는 맞춤형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은 예비창
업자들의 창업의지를 확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따라서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을 지원하는 정부 주관 
부서나 민간사설 업체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의 개인적 역
량과 환경적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과 컨
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창업의지를 더욱 향상시키고 나아
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창업교육 및 컨설팅과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매개변수에 초
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창업의지를 통한 실
제 창업으로 연결하여 창업교육 및 창업컨설팅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둘째, 표본의 수가 적
어 일반화의 한계를 가지며 대부분의 표본이 20-30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표본의 범위를 확
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향후 연
구들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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