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https://doi.org/10.9716/KITS.2018.1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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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start-up firms have been under the spotlight because they can create many jobs and are regarded 

as the growth engine of a countr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oreover, after the global financial debacle, many 

countries emphasize on an entrepreneurial spirit and venture firms. they also pay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educations to promote the start-up firms. In this work, based 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we try to identify the 

main factors of accepting online start-up education system. We first defined this system as the online start-up 

education system which refers to a system to support learning for knowledge, experiences and overall process of 

start-up firms’ tasks. This system also simulates tasks related with prep-entrepreneur so that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decision support systems. As this system has some characteristics, we confirmed some factors of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 our experiments, we find that the perceived ease of use and trust are main factors 

of acceptance for the online start-up education systems. These results mean that the system should be made to be 

easy and trustful for their users. Therefore, we expect that this work will be helpful to researchers and developers 

who consider start-up education systems and provide a way to activate founding start-up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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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  반의 IT창업 붐에 이어, 스마트 기

술 등의 보 으로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면서 창업

에 한 심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로벌 융

기 이후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을 확보하기 해 세계 주요 국가들은 창업과 기

업가 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이윤 , 2013). 

더욱이 기술기반의 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은 

제4차 산업 명의 기반으로 그 요성이 증 되고 

있다.

이러한 시  배경에 발맞추어 창업 교육이 확

산되고 있으나 기업가 정신을 함양을 목 으로 하

는 청소년 상의 교육부터 시작하여, 비 창업

자를 상으로 한 실  교육까지 각각 다른 상

자를 한 다양한 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를 집 성하여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으로 창업 교육이 이어지고 있

다(Katz, 2003). 우리나라에서도 창업 아이템 발

굴  사업화, 후속 지원 등의 창업 교육  육성

을 한 청소년비즈쿨, 창업아카데미, 창업 학원, 

창업 선도 학 등의 국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서 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 교육은 산업 구조의 빠른 변화에 응하고, 

선진 과학 기술의 극  활용 측면에서 필수 이

다( 주 , 임경수, 2017). 창업 교육을 시행하면 

비 창업자가 기업의 창업  반 인 운 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 할 수 있게 되어 창업 

과업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 교

육은 창업 이 에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 과정과 함께 장기 이고 체계 으로 교육되

어야 하며, 창업 후에도 실패에 비한 지속  

리가 필요하다(McMullan and Long, 1987; 하규

수, 윤백 , 2011).

장기 이고 체계 인 교육에는 원격 교육인 이

러닝(e-learning)이 안이 될 수 있다. 이러닝이

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극 화하는 열

린 학습으로, 학습자가 문제를 발견하여 목표를 세

우고, 정보를 스스로 수집, 분석, 해결하려 하는 자

기 주도 학습이라고 정의된다(Rosenberg, 2001). 

네트워크와 웹을 활용한 이러닝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학습이 가능하여 근성을 증 시

키고 이용자의 경험과 새로운 정보를 달하여 의사 

결정할 수 있게 도와 다(이지연, 이재경, 2005). 

한 이인숙(2002)에 따르면 이러닝 환경에서의 

학습은 학습 략을 잘 갖춘다면 통  학습 방법

과 다름없이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 다. 

즉, 사용자가 이러닝 시스템이 유용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갖추었다고 느낀다면 학습자의 태

도나 행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다(이태

환, 서창교, 2009).

온라인 창업 교육은 앞서 이러닝에 하여 언

하 듯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창업에 

한 이용자의 경험과 새로운 정보를 달할 수 있

다는 이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창업

교육이 오 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창업 교육 강좌가 개설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그 

연구가 미비하다. 한, 온라인 창업 교육은 교육 

내용이 흥미 주의 단편 인 로그램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국내에 한정된 창업에 을 두고 

있다고 하 다(최주철, 2015).

재 온라인 창업 교육에 한 연구는 하게 

부족한 상황으로, 온라인 창업 교육 이후의 만족도

와 추천 의도(김경회, 김재석, 2012), 온라인 창업 

교육이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향(최주철, 2015)

과 같이 온라인 창업 교육 로그램을 통한 효과

에 한 연구만이 진행되었다. 실제 온라인 창업 

교육을 시행하기 한 온라인 창업 교육의 콘텐츠, 

로그램의 효과, 수용 방법 등에 한 실증 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Sexton et al., 1997; 최

종인, 양 석, 201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과 인 온라인 창업 교

육 시스템의 구축을 하여 이를 이용하는 비 

창업자들의 수용 의도를 실증 으로 분석하여 온

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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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을 밝 내

어 비 창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연구가설

2.1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

창업 역량은 후천 으로 얻어지며, 창업 교육을 

통해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얻기 한 창업 교육을 통해 창업을 체계화해야 한

다(McMullan and Long, 1987; 목 두, 최명길, 

2012; 최종인, 양 석, 2012). 실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비 창업자를 상으로 한 차별화되고 문

인 창업 지원 로그램을 통해 창업 교육에 참가

함으로써 비 창업자는 창업에 한 동기가 부여

되고 창업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되며 창업 의지에도 

향을 미친다(유연호, 양동우, 2008). 이와 같이 

비 창업자를 상으로 한 문 인 창업 교육 로

그램을 개발하기 해서는 합한 창업 교육의 목

표를 설정해야 하며, 교육 과정을 체계 으로 개발

하여 효과 인 창업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길석, 2007). 한, 창업 교육은 행동 주이

며, 경험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직간 으로 창업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로그

램을 제공해야 한다(Ronstadt, 1987).

한길석(2007)의 연구에서 요약한 선구자  학자

들의 창업 교육에 한 네 가지 을 정리하자

면 첫째로 창업 교육은 체험 이어야 하며, 둘째

로 략과 창조성을 가져야 하며, 셋째로 창업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넷째로 창업발생조건과 개

인동기요인을 가질 것을 강조 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학과 

학원을 심으로 한 창업 교육은 강좌의 양 인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체계 인 창업 교육은 잘 이

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창업 교육을 체계화하여 커리큘럼을 도출하여 창

업 교육이 창업 단계별로 필요한 교과목을 가르치

며, 장실습의 체험학습이 반복되도록 로그램

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 다(한길석, 2007).

최근의 창업 교육이 기능별로 이루어지고 있으

나 연계하여 교육하지 않으므로, 사업기회의 탐색

부터 최종 사업화까지의 연결된 로세스의 창업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최종인, 양 석, 2012). 

연결된 로세스의 창업 교육 로그램의 사례로

는 기술의 사업화부터, 사업기회 탐색,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창업을 지원하는 로그램인 미국과

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I-Corps 

사업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를 벤치마킹하여 체계

인 기술창업을 한 로그램으로 공공기술 기

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인 한국형 아이코

어 지원 사업을 추진하 다. 이와 같은 지원 사업

은 교육의 성과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사업에 

용한 측면에서도 유의한 성과를 보여주었다(홍

길표 외, 2017).

본 논문에서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비 창업

자를 상으로 하는 실  교육을 창업 교육으로 

한정하고 앞서 언 한 강조 을 반 하여 창업 교

육은 창업 단계별로 체계 인 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체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으로 보았다.

체계 이고 연결된 로세스 창업 교육을 해 

이러닝을 이용할 수 있다. 윤남수(2013)의 일반 

학과 사이버 학의 창업 동기와 기업가 정신  

창업 의지의 차이에 한 연구에서, 사이버 학 

학습자가 일반 학보다 창업 동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자가 수업에 극 으로 참

여하고 몰입하기 해서는 콘텐츠가 학습자의 요

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최신의 내용을 포함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로그램은 창업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창업 로세스별로 유용하고 

체계 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강순정 

외, 2008).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을 실질

인 창업을 돕기 한 단계로, 기업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미리 로세스 체험하여 지식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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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창업 활동 반을 학습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시뮬 이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정의하 다. 

본격 인 시스템의 개발에 앞서, 체계 인 로세

스 창업 학습을 해 수용자가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로서 수용할 때 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여 실질 인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2.2 기술수용모델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 

비롯된 모델로, 지각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으로 정보기술의 사회  향과 인지  과정의 수

용을 설명하는 이론이다(Davis et al., 1989). 기술

수용모델에서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은 다른 요인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행동 의도

의 외부 변수를 재하는 역할을 하는 요한 변수

이다(Chen and Tseng, 2012). 국내에서는 이러닝

(이종만, 2012), 스마트폰(손승혜 외, 2011), IP-TV 

(이재신, 이민 , 2006) 등 다양한 정보기술의 수

용에 한 연구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

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확장된 기술수

용모델의 지각된 즐거움과 신뢰를 변수로 선정하

여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수용 의도를 연구

하 다.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어떤 특정 시스템을 이용할 

때 수용자가 사용하기 쉬울 것이라고 믿는 정도이

다(Davis, 1989). 수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기 쉽

다고 생각할수록 시스템을 악하는 노력이 어들

며(Karahanna and Straub, 1999), 시스템을 이용

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수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Davis et al., 1989). 지각

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수용자의 기술수

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은 기술수용모델의 이

론  확장인 TAM2 등 많은 선행 연구에서 확인되

었다(Venkatesh and Davis, 2000). 이러닝 학습 

한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학업 성취에 유의한 

향이 있다(정화민, 조원길, 2011).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즐거움에 향을 미

친다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구체 으

로 인터넷 기반의 학습 매체(Internet based lear-

ning medium)의 수용에 하여 연구한 Lee et al. 

(2005)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학

습자의 수용 의도의 직  동인인 지각된 즐거움

에 향을 다는 것을 밝혔다. 한 이태환, 서창

교(2009)는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내재 /외재  동

기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즐거움, 기술의 수용 

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학습자의 자발 인 

이러닝 수용의 측면에서 분석하 다. 더욱이 Gefen 

et al.(2003)은 e-commerce에서의 웹사이트의 인

터페이스와 매자의 신뢰 계에 향에 한 연구

에서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신뢰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호텔 웹사이트의 신뢰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이보 (2009)의 

연구에서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신뢰에 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하 다. 즉, 수용자가 시스템을 사

용하기 쉽다고 느낄수록, 수용자는 시스템을 이용

하는 것이 즐겁고, 유용하며 믿을 수 있다고 생각

하게 된다.

앞선 내용을 정리하자면, 웹 기반의 이러닝에서 

각 변수들의 수용은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행동 의도의 순으로 향을 미친다(Chen 

and Tseng, 2012). 한 Lee et al.(2011)의 연구

에서도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행동 

의도 순으로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수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기 쉽다

고 느낄수록 시스템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수용

자는 이 시스템을 극 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정

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창업 교육 시

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즐거움, 지각

된 유용성, 신뢰,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

는 연구가설을 세울 수 있다.

H1 :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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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지각된 즐거움에 향을  것이다.

H2 :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

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것이다.

H3 :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

성은 신뢰에 향을  것이다.

H4 :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

성은 행동 의도에 향을  것이다.

지각된 유용성은 어떤 특정 시스템을 이용할 때 

수용자의 일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해서 성

과가 높아진다고 생각할수록 지각된 유용성이 높

으며, 수용자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다(Davis, 1989). 한 수용자가 이용할 때 

의사소통이 쉽고 빠른 시스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Karahanna and Straub, 1999). 

시스템의 수용은 수용자가 이용하기 쉽고 빠르

다고 생각하는 지각된 유용성에 의해 시스템의 이

용이 결정된다고 보며,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직 으로 향을 받기 때문에 

요한 변수이다. 이러닝의 수용을 통한 학습은 지

각된 유용성과 유의미한 향이 있다(정화민, 조원

길, 2011). 한 IPTV의 사용에 한 김 환, 최

수일의 연구(2009)에서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

된 유용성은 고객만족도에 향을 미치며, 고객만

족도가 지속  행동 의도  추천 의도에 매우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용성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수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으며, 기술수용에 요한 향을 미

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이러닝 수용에 한 연구에서 지각된 유

용성은 이러닝의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09). 지각된 유용성이 이러

닝 콘텐츠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

서도 지각된 유용성은 구매 의도에 직 인 향을 

다(유철우 외, 2008). 한, 정윤정 외(2013)는 스

마트 폰 기반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한 연구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행동 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창

업 교육 시스템의 지각된 유용성은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세울 수 있다.

H5 :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지각된 유용성은 

행동 의도에 향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

각된 유용성은 기술수용모델에서 정보기술의 사회

 향과 인지  과정의 수용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이며, 여러 선행 연구로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기술수용에 큰 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 다. 최근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수

용 의도에 한 실증연구 등에서 개인 신성, 자

기효능감, 주  규범, 심미성, 호환성 등의 요인

을 추가하여 기술수용모델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

다(정지연, 노태우, 2017).

2.3 지각된 즐거움

즐거움의 특성은 동기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즐거움이 높은 개인은 더 나은 성과와 정서 인 반

응을 보인다. 지각된 즐거움은 수용자의 만족도에 

큰 향을 미치는 변수로, 만족, 지각된 유용성과 함

께 모두 수용자의 재사용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는 기 일치이론에서 연구되었다(Lin et al., 2005).

정윤정 외(2013)는 즐거움을 주는 서비스를 통

해 시간을 보내는 수단으로서 지각된 즐거움이 수

용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즉, 수용자에게 재미를  수 있는 서비스가 

기술을 더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앞서 논

하 던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즐거움과 행

동 의도를 더하여 순서를 나열하면,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지각된 즐거움에 향을 주며, 지각된 

즐거움은 수용 의도에  강한 향을 주어 서비

스를 학습하고 이용하는데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태환, 서창교, 2009; 정윤정 외, 

2013; 방미나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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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모바일 게임 수용에 

한 연구에서는 흥미, 즐거움, 재미 등의 감정인 지

각된 즐거움이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다는 것

을 연구하 다. 지각된 즐거움이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며, 지각된 유용성이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친다. 한 지각된 즐거움이 행동 의도에 

직 으로 강한 향을 미친다(Ha et al., 2007).

Heijden(2003)의 웹사이트의 사용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에서는 지각된 즐거움이 

행동 의도와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인터넷 기반의 학습의 수용 의도에 한 Lee 

at al.(2005)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즐거움이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한, 온라인 학

습시스템에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용했을 때에

도 지각된 즐거움이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친다

(Zhang et al., 2008). 따라서 선행 연구들을 바탕

으로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지각된 즐거움이 

지각된 유용성과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

는 연구가설을 세울 수 있다.

H6 :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지각된 즐거움은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것이다.

H7 :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지각된 즐거움은 

행동 의도에 향을  것이다.

2.4 신뢰

신뢰는 믿을 수 있는 정도(Believability)로, 신용

할 수 있으며(Trustworthy), 문성(Expertise)을 

갖춘 것을 말한다(Tseng and Fogg, 1999). 한 

Morgan and Hunt(1994)는 신뢰는 어떤 이가 교환

의 상 의 믿음직함과 진실성에 하여 확신을 가지

고 있는 정도로 개념화하 다. 앞서 Gefen et al. 

(2003)의 연구에서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신뢰에 

향을 미친다고 하 는데, 신뢰는 지각된 유용성과 

행동 의도에도 향을 미친다. 신뢰가 지각된 유용

성에 향을 미치는 국내 사례로는 인터넷 쇼핑에서 

쇼핑몰에 한 신뢰에 하여 연구한 나윤규, 홍병

숙(2008)의 연구가 있다. 홍석표(2012)는 스포츠 상

품의 온라인 구매 의사에 한 연구에서 신뢰가 사

이트의 지각된 유용성과 구매 의사에 향을 미친다

고 하 다. 지각된 유용성에 이어, 나윤규, 홍병숙

(2008)는 인터넷 쇼핑에서 쇼핑몰에 한 신뢰가 행

동 의도와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Jarvenpaa et al.(1999)는 높은 신뢰가 직 으로 

온라인 상 에 한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

라 그 상 에 한 지각된 험 정도를 간 으로 

감소시켜 구매력을 높인다고 하 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에 한 신뢰가 

지각된 유용성과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세울 수 있다.

H8 :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신뢰는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것이다.

H9 :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신뢰는 행동 의

도에 향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이 논문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  가설을 바탕

으로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하여 연구가설을 세웠다.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수용에 한 9개의 연구가설

은 다음과 같으며, <Figure 1>에 정리되어 있다.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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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Reference Question

Perceived 
Enjoyment

(PE)

The extent to which User’s perception of expected 
enjoyment of Online Start-up Education Systems use

Lee et al.(2005), Jung et al.(2013), 
Ha et al.(2007), Sohn et al.(2011)

4

Perceived 
Ease of Use
(PEOU)

The degree to which a person believes that using 
Online Start-up Education Systems would be free 
of effort.

Davis(1989), Karahanna and Straub(1999), 
Venkatesh and Davis(2000), 

Jung and Cho(2011)
4

Perceived 
Usefulness

(PU)

The degree to which information provided by 
Online Start-up Education Systems are believed to 
be valuable and beneficial.

Davis(1989), Karahanna and Straub(1999), 
Jung and Cho(2011), Kim and Choi(2009)

4

Trust
The degree to which Online Start-up Education 
systems are believable and it will provide reliable, 
professional information.

Gefen et al.(2003), Na and Hong(2008), 
Hong(2012)

3

Behavior
Intention

(BI)

The intention that use or will use Online Start-up 
Education systems overtime.

Heijden(2003), Jarvenpaa et al.(1999), 
Lee and Seo(2009)

3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

3.2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항목

본 연구는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선행 연구와 

이론에 근거하여 설문지를 작성하 다. 본 연구 주

제인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수용에 한 요인

들을 분석하기 해 선정한 변수로는 지각된 사용용

이성,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유용성, 신뢰, 행동 의

도 총 5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변수에 

해 리커트 5  척도로 구성개념을 측정하 다. 각 

변수에 한 조작  정의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응답자의 인구통

계학  특성에 한 4문항, 지각된 즐거움 4문항, 지

각된 사용용이성 4문항, 지각된 유용성 4문항, 신뢰 

3문항, 행동 의도 3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후속 연구의 수행을 해 본 연구에서 작성

하여 활용한 설문지는 인구통계학  특성을 제외한 

18개의 문항을 부록에 제시하 다.

3.3 표본의 일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이 갖추

어야 할 수용 의도를 밝히기 하여 창업에 심 

있는 경 학원 학생  일반인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총 150부의 설문조사 배포 결

과, 회수된 설문지 147부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

거나 심화 경향이 심하게 보인 21부를 제외한 

총 126부의 자료를 통계 처리에 활용하 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 분포는 남성 65.9%, 여성 34.1%로 나

타났으며, 연령별 분포는 21세 이상～30세 이하가 

10.3%, 31세 이상～40세 이하가 18.3%, 41세 이

상～50세 이하가 38.9%, 51세 이상～60세 이하가 

31%, 61세 이상～70세 이하가 1.6%로 나타났다.

교육 분포로는 학교 재학  졸업이 5.6%, 학

원 재학 이상이 94.4%로 나타났다. 공 분포로는 

상경계열 68.3%, 공학/IT계열 3.2%, 자연과학계열 

1.6%, 인문/사회계열 22.2%, 체능계열 1.6%, 기타 

3.2%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5년의 창업자 공에 한 통계에 

의하면, 창업자의 연령은 40 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50 로, 다수의 창업자가 40～50 임을 

확인하 다. 뿐만 아니라 40～50 는 은 층보다 

창업자 을 비할 수 있는 상  여유가 있으므

로, 더욱 창업이 용이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실질

인 창업을 지원하기 해서는 40～50 의 비

창업자를 설문 상으로 하는 것이 합하다고 

단하 다. 한, 비 창업자들의 공은 다양하

으나 다수가 경 /경제를 공으로 하고 있으며, 

학원생 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

제 창업자의 공과 학력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다소 편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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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surement 

item
factor 
loading

C.R
Cronbach’s 

α

PE

PE-1
PE-2
PE-3
PE-4

0.88
0.945
0.907
0.932

-
13.832
13.724
13.564

0.929

PEOU

PEOU-1
PEOU-2
PEOU-3
PEOU-4

0.871
0.876
0.88
0.881

-
17.816
20.492
16.315

0.954

PU

PU-1
PU-2
PU-3
PU-4

0.891
0.898
0.889
0.904

-
12.544
13.361
-

0.903

Trust
TRUST-1
TRUST-2
TRUST-3

0.886
0.855
0.869

15.354
15.742
15.436

0.941

BI
BI-1
BI-2
BI-3

0.933
0.935
0.905

-
17.442
17.374

0.945

<Table 3> The Result of Convergent Validity and Reliability

Factor 1 2 3 4 5

PEOU .835 　 　 　 　

PE .582 .881

TRUST .437 .450 .838

PU .533 .658 .740 .852

BI .383 .373 .596 .537 .868

<Table 4> The 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Classification No.
Ratio
(%)

Gender
Male
Female

83
43

65.9
34.1

Age

21～30
31～40
41～50
51～60
61～70

13
23
49
39
2

10.3
18.3
38.9
31.0
1.6

Education
In/over University
In/over graduate school

7
119

5.6
94.4

Major

Commercial Business/ 
Economy
Engineering/IT
Nature Science
Humanities/Social Science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Others

86

4
2
28
2

4

68.3

3.2
1.6
22.2
1.6

3.2

Total 126 100.0

<Table 2> Demographic of Sample

3.4 타당도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Statistics 23을 이용

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 다. 측정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측정 

변수는 구성 요인을 추출하기 하여 주성분 분석을 

시행하 으며, 단순한 요인 재치를 해 직각회

방식(Varimax)을 시행하 다. 측정문항의 신뢰도

는 크론바하 알 계수(Cronbach’s α)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 수용 의도의 

집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Table 3>과 별타당

성 분석 결과는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3>에서 요인 재치가 모두 0.6 이상으로 

구성 항목이 히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한 

문항들의 크론바하 알 계수가 모두 0.9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문항임이 검증되었다. 구성개념의 

값은 <Table 4>에 요인 수를 구한 값으로 제시하

으며, 집 타당성은 수정된 항목- 체 상 계수

가 모든 항목에서 0.7 이상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

다.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집 타당성, 별타

당성 분석 모두 유의한 범  내로 검증되었다.

4. 결과 

4.1 가설검증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수용 의도에 한 가

설을 검증하기 해 단순회귀분석과 다 회귀분석

을 시행하 다.



창업 로세스를 지원하는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 수용 의도 연구 127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d. Error β t-value
Significant 
probability

Statistics

PE

Constant .225 3.856 .000 R = 0.719, R² = 0.517

PEOU .067 .719 11.513 .000
Revised R² = 0.513,
F = 132.547, p = 0.000

<Table 5> Results of H1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ignificant 
probability

β t-value
Significant 
probability

Tolerance
limit

PU

Constant
PEOU
PE

TRUST

0.187
0.070
0.066
0.065

0.112
0.391
0.480

0.164
1.687
5.736
8.055

0.870
0.094
0.000
0.000

0.444
0.425
0.556

R = 0.871, R² = 0.760, Revised R² = 0.754, F = 128.428, p = 0.000, Durbin-Watson = 2.344

<Table 6> Results of H2, H6 and H8

4.1.1 H1의 검증

H1 :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

성은 지각된 즐거움에 향을  것이다.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독립변수, 지각된 즐거움을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

석결과 t값은 11.513(p < .000)로 통계 인 유의수

 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1은 지

지되었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즉,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높아질수록 지각된 즐거움이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132.547(p 

< .000)이며, 회귀식에 한 R²은 .517로 51.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4.1.2 H2, H6, H8의 검증

H2 :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

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것이다.

H6 :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지각된 즐거움

은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것이다.

H8 :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신뢰는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것이다.

지각된 유용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지각된 사용용

이성, 지각된 즐거움, 신뢰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 모형은 F값이 128.428 

(p = 0.000)이며, 회귀식에 한 R²은 0.760로 76%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한 Durbin-Watson은 

2.344로 기 값인 2에 가까우므로 잔차들 간에 상

계가 없어 회귀 모형이 합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으로 독립변수 간의 

다 공선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설검증 

결과로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

는 향은 t값이 1.687(p = 0.094)로 H2는 약하게 

지지되었다. 그러나 지각된 즐거움은 t값이 5.736, 

신뢰는 t값이 8.055로 H6, H8은 지지되었다. 결과는 

<Table 6>과 같다.

4.1.3 H3의 검증

H3 :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

이성은 신뢰에 향을  것이다.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독립변수, 신뢰를 종속변

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t

값은 8.486(p < .000)로 통계 인 유의수  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3은 지지되었으

며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즉, 지각된 사용용

이성이 높아질수록 신뢰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귀 모형은 F값이 72.011(p < .000)이

며, 회귀식에 한 R²은 .367로 36.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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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ignificant 
probability

β t-value
Significant 
probability

Statistics

TRUST

Constant 0.232 7.204 0 R = 0.606,  R² = 0.367,

PEOU 0.069 .606 8.486 .000
Revised R² = 0.362, 
F = 72.011, p = 0.000

<Table 7> Results of H3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ignificant 
probability

β t-value
Significant 
probability

Tolerance
limit

BI

Constant
PEOU
PU
PE

TRUST

0.291
0.110
0.141
0.116
0.124

0.154
0.226
0.040
0.420

(0.444)
1.710
1.864
0.386
4.260

0.658
0.090
0.065
0.700
0.000

0.434
0.24
0.335
0.363

R = 0.757,  R² = 0.573, Revised R² = 0.559, F = 40.591, p = 0.000, Durbin-Watson = 2.047

<Table 8> Results of H4, H5, H7, and H9

Path
(Hypothesis)

t-value Significant probability Results

PEOU → PE(H1)
PEOU → PU(H2)

PEOU → TRUST(H3)
PEOU → BI(H4)
PU → BI(H5)
PE → PU(H6)
PE → BI(H7)

TRUST → PU(H8)
TRUST → BI(H9)

11.513
1.687
8.486
1.710
1.864
5.736
0.386
8.055
.260

.000

.094

.000

.090

.065

.000
.700
.000
.000

Supported
Marginally supported

Supported
Marginally supported
Marginally supported

Supported
Not supported
Supported
Supported

<Table 9> Overall Results of the Model

4.1.4 H4, H5, H7  H9의 검증

H4 :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

이성은 행동 의도에 향을  것이다.

H5 :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지각된 유용성

은 행동 의도에 향을  것이다.

H7 :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지각된 즐거움

은 행동 의도에 향을  것이다.

H9 :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신뢰는 행동 의

도에 향을  것이다. 

행동 의도를 종속변수로,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

각된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 신뢰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

과 같다. 회귀 모형은 F값이 40.591(P = 0.000)이

며, 회귀식에 한 R²은 0.573으로 57.3%의 설명

력을 보이고 있다. 한 Durbin-Watson은 2.047

로 기 값인 2에 가까우므로 잔차들 간에 상

계가 없이 회귀 모형이 합하며,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으로 독립변수 간의 다 공선성에는 문제

가 없다고 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검증 결과, 지각된 즐거움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은 t값이 0.386(p = 0.700)으로 

H7은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각된 사용용이성

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은 t값이 1.710(p = 

0.090), 지각된 유용성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향

은 t값이 1.864(p = 0.065)로 H4와 H5는 약하게 

지지되었다. 한 신뢰는 t값이 4.260로 H9는 지

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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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논의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수용 의도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α = 0.01수 에서 지각된 즐거움과 신뢰

에, α = 0.1수 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행동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

에서의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수용자의 학습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

템을 이용하는 것이 쉽다고 믿는 정도이다. 이러

한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창업을 학습한다는 본 목

을 도울 수 있는 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하

다. 즉, 학습할 때의 시스템이 이용하기 쉽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수용자의 이용 의도가 높

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Venkatesh 

and Davis(2000), 정화민 외(2011) 등의 많은 선

행 연구와 결과가 일치한다.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즐거움과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은 수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기 쉽다고 느낄수록 시스템을 이용할 때 즐

거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아지며, 시스템을 믿는 

정도가 높아진다.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즐

거움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Lee et al.(2005), 

이태환, 서창교(2009) 등의 선행 연구에서 확인되

었으며,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신뢰에 향을 미친

다는 결과는 Gefen et al.(2003), 이보 (2009) 등

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즉, 온라인 창업 교육 시

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와 

한 에 알기 쉬운 구성 등으로 이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기 쉽게 만들수록 이용자는 창업 학습을 즐

겁게 여길 것이며, 시스템을 더욱 신뢰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에서의 지각된 

즐거움은 지각된 유용성에 α = 0.01수 에서 유의

한 향을 미친다. 지각된 즐거움이 높을수록 수

용자들이 시스템에 재미를 느끼며 시스템을 더 쉽

게 수용할 수 있다. 한, 지각된 유용성은 시스템

을 이용할 때 수용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

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나타

낸다. 지각된 즐거움이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는 Ha et al.(2007), 정윤정 외

(2013) 등의 선행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와 같이 수용자에게 재미를 주어 정보 달 

 학습을 향상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게임화

가 있다. 게임화(Gamification)란 게임이 아닌 것

에 게임 인 생각과 역학을 통해 이용자들을 몰입

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Zichermann 

and Cunningham, 2011). 선행 연구  검증 결

과를 통해 수용자에게 재미를 주어 시스템을 이용

하는 데에 보다 쉽게 성과를 향상할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하 다. 그러므로 학습을 게임화함으로써 

학습자의 기술수용  정보 달의 몰입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온라인 창

업 교육 시스템의 재미의 용 한 연구가 꼭 필

요하며, 이것이 수용자들이 온라인 창업 교육 시

스템을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데에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신뢰는 지각

된 유용성과 행동 의도에 α = 0.01수 에서 유의

한 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나윤규, 홍병숙

(2008), 홍석표(2012), Jarvenpaa et al.(1999) 등

의 선행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즉, 문성을 갖추

어 시스템에 한 태도를 향상시키고, 시스템에 

한 험을 낮춘다면 시스템을 신뢰하게 되고 그

러므로 시스템을 이용할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넷째,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행

동 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H2와 H4, 지각된 유

용성이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H5는 향이 

다소 약한 것을 확인하 다. 이는 학습자의 자발

인 이러닝 수용의 측면에서 분석한 이태환, 서창교

(2009)와 호텔웹사이트의 신뢰와 재이용 의도에 

한 연구인 이보 (2009)의 연구와는 다르게 나타

난 것으로 설문 상자의 상 시스템에 한 이해

도 차이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즉 설문 상자가 

실제 서비스되는 시스템이 아닌 개발 인 시스템

의 서비스 목표  내용을 설명 받고 체험한 뒤 



130 강소 ․문 실․김재경․최방길

설문에 응함에 따라 시스템을 극 으로 사용하

고자하는 의도도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한 이해가 설문 상

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이러한 요인이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즐거움이 행동 의도에 향

을 미친다는 H7은 지지 되지 않았다. 이 역시 H2, 

H4, H5가 약하게 지지된 것과 비슷한 이유인 것

으로 보인다. 실제 서비스되는 시스템이 아닌 개

발 인 시스템에 하여 설문하 으므로, 시스템

에 한 구체 인 즐거움의 요인을 느끼는데 어려

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창업 학습을 한 학습자의 온라

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수용 의도를 분석하여 온

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을 수용하는데 요한 요소

들을 밝히고자 하 다. 이를 통해 온라인 창업 교

육을 확 하고, 창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 을 

제공하려 한다.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

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온라인 창업 교육 시

스템을 개발할 시 고려해야 할 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한 설문지를 제작하 으며, 

창업에 심 있는 학생  일반인인 비 창업자

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온

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에서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지각된 즐거움과 신뢰에 향을 미치며, 지각된 

즐거움이 지각된 유용성에 향을 미친다. 한 

신뢰가 지각된 유용성과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각된 즐거움

이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지각된 사용용이성 → 지각된 유용성→ 

행동 의도로 이어지는 향도 다소 약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갖는다. 첫째,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

을 개발할 때 수용자의 보다 쉬운 수용을 하여 

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요인들을 밝  창업의 온

라인 교육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 둘째, 온라인 창

업 교육 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신뢰가 수

용을 원활하게 하는 요인인 것을 확인하여 학습자

에게 즐거움을 주고 신뢰받을수록 시스템의 수용

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셋째,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에 한 연구를 통해 온라인 창

업 교육을 증진시키고, 창업에 한 정 인 태

도를 갖추는 데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을 수용하는

데 요한 요인들을 확인하 다는 이 을 갖지만, 

실제 창업 교육에 향을 미치는 더욱 다양하고 

세세한 요인들을 확인하지 못하 다는 제한을 갖

는다. 따라서 추후 연구로는 지 까지 연구한 요

인과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다른 세부 요인을 확

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다양한 세부 요인

을 확인한 연구를 기반으로 온라인 창업 교육 시

스템을 개발하여 비 창업자들을 상으로 시스템

을 시행하고, 그 향력을 확인  보완하는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인구통계학  분

포를 보았을 때, 비 창업자들의 교육 수 과 

공에 편향이 있었으므로 편향이 없도록 조정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온

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과 그 수용 요인에 한 연

구를 통해 효과 인 창업  창업 교육의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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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개념 변수 설문문항

지각된 즐거움

PE-1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이용과정은 즐겁다.

PE-2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을 이용할 때 즐겁다.

PE-3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이용과정은 흥미롭다.

PE-4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의 이용은 즐겁다.

지각된 사용용이성

PEOU-1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은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다.

PEOU-2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PEOU-3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은 사용하기 쉽다.

PEOU-4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각된 유용성

PU-1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더 빨리 나의창업능력이 향상될 것

이다.

PU-2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창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PU-3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창업의 수월성을 증가시키는데 더 효

율 이다.

PU-4 반 으로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은 유용하다.

신뢰

TRUST-1
과거의 창업 교육 시스템에 한 경험에 견주어 보았을 때, 나는 온라인 창업 교

육 시스템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TRUST-2
과거의 창업 교육 시스템에 한 경험에 견주어 보았을 때, 나는 온라인 창업 교

육 시스템이 학습자의 창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TRUST-3
과거의 창업 교육 시스템에 한 경험에 견주어 보았을 때, 나는 온라인 창업 교

육 시스템의 서비스에 하여 측가능하다.

행동 의도

BI-1 나는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을 곧 이용할 것이다.

BI-2 나는 단기간 내에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다.

BI-3 나는 친구/동료들에게 온라인 창업 교육 시스템을 추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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