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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촉진초점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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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청년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높은 청년실업문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출

산, 범죄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창업은 단순히 청년들의 단기적 직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가 필

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개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청년층인 대학생들의 창업을 북돋울 수 있는 방안과 연관된 연구는 매

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관계에서조절초점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강원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342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으며 실증연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업가 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기업가정신이 남녀 모두에 있어 

창업의도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그 영향력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촉진초점이 

남녀 모두에 있어서 창업의도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그 영향력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Ⅰ. 서론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청년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높은 청년실업문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출산, 범죄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  창업은 단순히 청년들의 단기적 직업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개

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청년층인 대학생들의 

창업을 북돋울 수 있는 방안과 연관된 연구는 매우 중요

하다. 
저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조절초점,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조절초점은 Higgins의 자기차이이

론을 발전시킨 이론에서 나온 개념이다(배병윤․이주헌, 
2015). 조절초점은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초점

을 맞춘 촉진초점과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초점을 맞춘 방어초점으로 구분된다. 기업가정신은 성취욕

구,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기효능감 등의 변수를 

통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Miller(1983)의 기업가지향성의 설문문항을 기초로 측정되

었다. 원래 기업가지향성은 조직의 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변수로 개발되었지만 최근 개인의 기업가정신 연구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이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것처럼 

촉진초점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도 창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외국

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결코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성창업에 대한 연구도 국외 학술지에서

는 많이 다루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다.  여성들의 경우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다는 연구도 있고 남성과 큰 차이가 없다는 연

구도 있다(Sexton & Bowman-Upton, 1990; Chaganti, 1986).  
특히,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등과 같은 창업관련 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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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차이를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초점,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간의 관

계에서 성별의 차이를 실증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조절초점,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등의 변

수에 대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

한다.  이후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

본다.  

Ⅱ. 이론적 배경

2.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종업원, 전문경영인 등과 차별화된 창업자

의 개인특성이다. 경영관리 창업분야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분석수준과 연구분야에 따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와 접근방법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많은 연구자들은 성취욕구, 혁신성, 진취성, 위

험감수성, 자기효능감 등 다양한 변수를 창업자들의 고유

한 특성인 기업가정신으로 파악하였다.
Miller(1983)는 조직의 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변수로 기

업가지향성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기업가지향성은 전통적

으로 기업가정신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개인특성 변수들 

중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의 3개 변수로 구성되었다. 
진취성은 다른 기업이나 경쟁자보다 빨리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혁신성은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

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감수성은 축소

시키기 어려운 위험은 기꺼이 지겠다는 태도를 의미한다.  
최근 국내외를 통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실증연구를 통해 

기업가지향성이 높은 기업이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가 높

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지향성의 개념을 기초로 만든 

Covin & Slevin(1989)의 설문문항을 참조해 기업가정신을 

측정하였다.  

2.2. 조절초점

 조절초점은 Higgins의 자기차이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에

서 나온 개념이다(배병윤․이주헌, 2015). 조절초점은 성공했

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초점을 맞춘 촉진초점과 실패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초점을 맞춘 방어초점으

로 구분된다. 
조절초점은 오랜 성장과정을 통해 형성된 만성적 조절초

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 촉발

된 상황적 조절초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다.  본 연구

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양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만성

적 조절초점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전적 

요인과 양육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조

절초점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만성적 조절초점은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창업은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만드는 활동이다.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다. 촉진초점의 

사람들은 창업성공이 가져올 수 있는 성취나 이익의 관점

에 집중하는 반면 방어초점의 사람들은 창업실패가 가져

올 위험이나 손실에 집중할 것이다. 따라서, 조절초점에 

따라 사람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저자의 선행연구는 촉진초점의 기업가정

신과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배병윤․이
주헌, 2015).  본 연구는 이를  발전시켜 대학생의 조절초

점,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

과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외 멘토링 교육은 선배 창업자가 교육생들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도와주고, 멘토와 멘티 사이에 네트워크 증

진에 기여한다. 멘토링 교육은 1:1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명의 멘토에 다수의 멘티가 팀을 이루는 

팀 멘토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팀 멘토링을 통해 팀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2.3. 창업의도

창업의도는 창업을 하려는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행

동의 선행적인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 창업을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선행적으로 창업의도를 가지게 된다

는 것이다. 창업은 앞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투

자와 노력이 필요하며 실패를 할 수 있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미리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행동들 중 하나이

다.창업은 이러한 의미에서 합리적 행동이며 창업의도가 

창업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Ajen, 1991).  
창업연구에 있어서 창업의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는 

이유는 창업이 쉽게 관측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

히, 대학생이나 청년층의 창업은 전체 인구의 매우 낮은 

비율만이 선택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창업행동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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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 창업의 선행인자인 창업의도를 사용함으로써 창업

행동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쉬워지기 때문에 많

은 실증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Krueger, et al., 2000).  

2.4. 성별의 조절효과

여권신장과 함께 여성창업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

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사업주가 운영하는 

업체의 숫자와 여성창업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여성창업에 대한 연구도 여성창업의 증가와 아울러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성창업에 관련된 연

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또,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변수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도 충분치 않다. 
나중덕 외(2002)에 의하면 남성창업자에 비해 제조업이나 

기술창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여성창업자는 남성창업자에 비해 공격적인 접근보다

는 안정적인 관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전방지, 
2002). 해외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기업가정신이나 위험

감수성이 남성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는 반면  

여성이 보다 위험감수성이 낮거나 기업가정신이 낮은 것

으로 조사된 연구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과 남

자대학생 간의 조절초점,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간의 관계

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Ⅲ.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촉진초점, 방어초점,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간

의 관계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

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

이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1. 촉진초점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방어초점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촉진초점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4. 방어초점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5.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6-1. 촉진초점과 창업의도 간에 성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6-2. 방어초점과 창업의도 간에 성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6-3. 촉진초점과 기업가정신 간에 성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6-4. 방어초점과 기업가정신 간에 성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6-5.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에 성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는 3개 강원지역대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성실 응답 및 무응답 설문지를 제

외하고 최종적으로 342부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고 SPSS 
Ver2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정하고 기술통계 및 상

관관계 분석과 t검증을 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초점의 설문문항은 Winterheld et al.(2011),  Hamstra 

et al.(2014)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4개 문항을 구성하

였다. 기업가정신의 설문문항은 Miller(1983), Covin & 
Slevin(1989) 등을 참조하여 8개 설문문항을 만들었고 창업

의지의 설문문항은 김성순(2009), 윤남수(2012) 등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4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3.3 실증분석

표본 대학생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설문 

대학생들은 성별에 있어 남자 58.7%(199명), 여자 

41.3%(140명)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조금 더 많았다.  
대학은 강원대 40.1%(136), 강릉원주대 20.9%(71명), 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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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주 38.9%(132명)로 학생 수를 고려하면 골고루 분포되

어 있다.학년은 4학년이 48.1%(163명) 가장 많았으며, 3학

년 26.5%(90명), 2학년 18.9%(64명), 1학년 6.5%(22명) 로 

나타났다. 또 전공은 비이공계 68.4%(232명), 이공계 

31.6%(107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베리멕스(Verimax) 직각회전방식의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크론바하 알파 계수 확인을 통해 

신뢰성 분석을 하였다.  독립변수인 촉진초점과 방어초점

의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업가정신

과 창업의지의 요인분석결과 2개 요인으로 구분이 되었으

며, 요인적재치는 0.611~0.878, 공통성은 0.400~0.810, 고유

값은 3.687, 3.477, 누적분산은 60%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측정
변수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크론바흐
알파

조절
초점

촉진
초점

Pro1
Pro2
Pro3
Pro4

.732

.773

.850

.818

.538

.602

.755

.688

2.532 .805

방어
초점

pre1
pre2

.851

.838
.724
.710

1.485 .617

기
업
가
정
신

ent1
ent2
ent3
ent4
ent5
ent6
ent7

.622

.633

.754

.741

.668

.661

.611

.508

.474

.571

.655

.483

.468

.400

3.687 .831

창
업
의
도

int1
int2
int3
int4
int5

.789

.878

.841

.767

.774

.749

.810

.794

.612

.640

3.477 .899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분석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1.촉진
초점

3.689 .729 1

2.방어
초점

3.499 .748 -.109** 1

3.기업가정신 3.538 .595
.691
***

.017 1

4.성별 1.41 .493 -.202*** .034 -.185*** 1

5.창업
의도

3.508 .830
.566
***

.046
.553
***

-.219*** 1

*:p<0.1, **:p<0.05, ***:p<0.01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제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살펴

보고 제2단계에서는 조절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독립변

수, 종속변수, 조절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제3단계에

서는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수정된 설명력이 증

가하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표 3>는 촉진초점과 창

업의도 간의 관계와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상호작용항을 넣었을 때 수정설명력이 상승함을 볼 

때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6-1이 채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촉진초점과 창업의도간 성별의 조절효과 

구분  t Adj 

1
단계

촉진
초점

.566 12.606
  .318

2
단계

촉진
초점

.544 11.950
 

.328
성별1) -.109 -2.399

 

3
단계

촉진
초점

.546 12.043
 

.333성별1) -.102 -2.248
촉진

초점*성별1)
.084 1.877

*:p<0.1, **:p<0.05, ***:p<0.01

<표 4>은 촉진초점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와 조절효과에 

대해 검증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상호작용항을 넣었을 

때 수정설명력이 증가하지 않음을 볼 때 성별의 조절효과

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표 4> 촉진초점과 기업가정신 간 성별의 조절효과 

구분  t Adj 

1
단계

촉진
초점

.697 17.831
 -.003

2
단계

촉진
초점

.687 17.240


.029

성별1) -.046 -1.155

3
단계

촉진
초점

.688 17.214


.026성별1) -.045 -1.133

촉진
초점*성별1)

.008 .201

*:p<0.1, **:p<0.05, ***:p<0.01

<표 5>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와 조절효과

를 검증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이다. 상호작용항을 넣었을 

때 수정설명력이 상승함을 볼 때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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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6-5가 채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간 성별의 조절효과 

구분  t Adj 

1
단계

기업가정신 .559 12.390
  -.003

2
단계

기업가정신 .537 11.744
 

.029
성별1) -.112 -2.451

3
단계

기업가정신 .688 11.826
 

.026성별1) .537 -2.306
기업가정신*성

별1)
-.105 2.329

*:p<0.1, **:p<0.05, ***:p<0.01

Ⅳ. 결론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청년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높은 청년실업문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출산, 범죄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  창업은 단순히 청년들의 단기적 직업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개

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청년층인 대학생들의 

창업을 북돋울 수 있는 방안과 연관된 연구는 매우 중요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동기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관계에서조절초점성향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강원지역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342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

다. 연구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을 설정했으며 실증연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업가 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기업가정신이 남녀 

모두에 있어 창업의도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그 영

향력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촉진초점이 남녀 모두에 있어서 창업의도

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그 영향력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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