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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생창업에 미치는 창업동아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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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창업에 대한 관심이 대학 내에서 확산되고 성공한 학생창업가들이 배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 내 창업동아리 

활동이 실제로 학생창업으로 이어지는지 국내 4년제 대학 169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의 창업동아리는 학생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정부와 대학은 매년 창업동아리에 필요한 예산과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창업동아리 활동이 학생창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에서는 학술적으로 연구된 바가 극히 드물다. 이러

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창업동아리가 학생창업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창업동아리 활동이 학생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대학의 창업지원과 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 한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의 창업동아리가 실제로 학생창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대학일수록 학생창업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학생 창업지원과 교육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학의 실습형 창

업강좌는 창업동아리 활동과 학생창업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즉, 창업동아리 활동이 학생

창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실습형 창업강좌의 비중이 높은 학교일수록 긍정적인 관계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험

적 학습을 통한 동아리 활동과 실습형 교육 간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창업활동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의 창업 동아리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

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내 활발한 창업 동아리 활동의 질적 향상과 실제 창업 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이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창업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학생창업, 창업동아리, 창업교육, 경험적 학습

Ⅰ. 서론

최근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학생창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Etzkowitz et al., 2000; Izedonmi 
& Okafor, 2010). 따라서, 정부와 국내 대학들은 이러한 흐

름에 맞춰 학생창업가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며, 다양한 지원과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학생 창업 활성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학생창업의 양적 

및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대학의 학생 창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정부와 대학의 창업 지원 

및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학생들이 창업을 하는데 있어 창

업 결정요인이 무엇이고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가지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 연구(김홍, 2012; 홍효석·설병문, 2013; 
O’Shea, et al., 2008)들과 대학의 학생창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목영두·최명길, 2012; 이재훈, 2013)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비교적 대학의 정규과정으로 일컫는 창업교육 외

에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다룬 연구들은 많지 않다. 실

제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연구들은 창업교육과 학생

의 자기 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져 왔지만 동아리 활동과 같은 비교과활동에 대해서는 관

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Pittaway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창업 교육에 대한 정규 

과정 이외에 비교과 활동으로 간주되어 오던 학생들의 창

업 동아리 활동이 실제로 학생창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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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169개의 대학을 대상으

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창업 동아리의 역할과 중요성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동아리를 “대학생들에게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고취

시켜 창의성과 개척정신을 갖춘 미래기업가를 양성하고자, 
전국 각 대학총장(학장)이 승인한 대학 내의 창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금 더 광범

위한 의미에서 학생 동아리는 평소 관심가지고 있는 화제

나 주제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개인적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만남을 갖는 자율

적인 학생 집단으로 설명할 수 있다(Pittaway, et al, 2015). 
국내 418개 대학의 창업활동 현황을 파악한 ‘2018년 대학 

창업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창업 동아리

를 보유한 학교는 대학교 및 전문대학을 포함해 283개교이

며, 창업동아리 수는 5,596개가 운영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창업동아리 활동을 수행하는 회원 수는 41,44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창업 중요성

에 대해 정부와 대학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표 1> 2017년 창업동아리 운영현황

구분 보유 대학 수 창업동아리 수 회원수

대학교 160 개 4,451 개 26,502 명

전문대학 123 개 1,145 개 14,938 명

전체 283 개 5,596 개 41,440 명

동아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Rubin, et al., 2002)되고 학생들은 다

양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경험적 학습’을 유도하는 역할

을 한다고 보았다(Cox & Goff, 1996; Evans & Evans, 
2001). 그러나 Pittaway, et al.(2015)는 학생동아리는 학생들

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비교과활동으로 간주되지만 이로 

인한 이점이 정확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연구들은 창업교육

과 학생의 자기 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동아리 활동과 같은 비교과활동에 대해서

는 관심이 적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창업동아리와 관련된 몇몇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신정신·이재은(2018)의 연구에서는 

대학의 창업동아리 구성원들의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창

업동아리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양영석·김명숙(2015)의 연구에서는 창업활동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창업동

아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홍효석·김병문(2013)은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경험에 대한 현재 및 미

래에 창업계획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창업동아리 경험이 실

제 창업계획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1: 대학의 창업동아리 활동이 활발할수록 학생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정부의 대학 학생창업 지원

정부는 창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 창업지원 사

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창업 자금 지원 및 창업 공

간 지원,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정

부가 대학 내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 지원을 위해 200억 원

이 넘는 펀드를 조성하는 등 대학 내 창업 기업의 초기 자

금난을 해소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창업선도대학사업 및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

(LINC) 등과 같은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정책들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들이 학생창업 발굴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an Geenhuizen & Soetanto(2009)는 대학 내 초기 창업기

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대다수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

고 주장하였다. 특히 학생창업과 같이 자본이 부족한 초기 

창업 단계일 경우 재정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Kim 
et al., 2006; Stuart & Sorenson, 2003). 정부의 창업지원은 

실제로 기업가정신 발전에 기여를 하며(Dana, 1987), 창업

의지를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임교순·전인오, 2015).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2: 정부의 대학 창업 지원 규모는 창업동아리와 학생

창업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 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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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창업교육과 경험적 학습(experiential

learning)의 중요성

대학의 창업 교육은 학생들의 창업 의지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hang et al., 2014). 창업교

육은 간접적으로 창업을 접할 수 있기에 창업의지에 영향

을 미치며 주요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Ajzen, 1991; Wu & 
Wu, 2008). 

변수명 1 2 3 4 5 6 7 8

1. 학생창업 1

2. 재학생 수 0.421* 1

3. 학교 유형(더미) -0.032 -0.111* 1

4. 창업경진대회 0.486* 0.318* -0.014 1

5. 창업강좌 0.294* 0.358* 0.139* 0.391* 1

6. 창업동아리 0.482* 0.500* -0.026 0.407* 0.332* 1

7. 정부지원 규모(log) 0.247* 0.339* -0.132* 0.209* 0.108 0.320* 1

8. 실습형 강좌 0.261* 0.103* -0.042 0.143* 0.088 0.139* 0.154* 1

n=494, *:p<0.05, {더미변수: 국(공)립(국공립대학교 1, 사립대학교 2)}

<표 2> 상관 분석 결과

창업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험적 학습(experiential 
learning)은 경험의 변화를 통해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으

로 이러한 지식은 경험을 하며 얻게 되는 결과로 설명한다

(Kolb, 1984). 따라서, 경험적 학습은 집단적 경험을 통한 

새로운 지식 또는 가치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Baker et 
al., 2005). 이러한 경험적 학습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기

반의 활동과 실무 현장과 같은 현실 세계(real-world)에 발

생되는 문제들에 참여해보는 것이다(Defillippi, 2001; 
Burgoyne & Hodgson, 1983).
몇몇 연구자들은 경험적 학습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개

인의 성장과 실수로부터 배우는 기회의 과정으로 경험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McLaughlin & Thorpe, 
1993; Mumford, 1994). 또한 경험적 학습은 학생들에게 보

다 효과적인 학습형태로 간주되며(Biggs, 1993; Entwistle & 
Ramsden, 1983), 종종 창업 교육을 포함한 많은 교육 영역

에서 권장되고 있다(Gibb, 2002).
박수홍 외(2008)는 실제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실습형 교육 과정인 캡스톤 디자인은 학생들

의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팀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

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창업 등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설명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3: 대학의 실습형 창업강좌는 창업동아리와 학생창업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 시킬 것이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의 창업동아리 활동

이 학생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학생

창업 지원과 교육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은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전국 대학교 

공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기준년도 2016년부터 2018년도

까지 180개의 4년제 대학을 확인하였으나, 자료가 누락된 

대학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69개 대학을 대상으로 총 494개(대학-년도)의 샘플을 최종

적으로 활용하였다. 



원치운·배태준

90 2019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Fall 2019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3.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학생창업이다. 전국 대학 공시정

보에서 조사된 각 대학의 해당년도에 발생한 학생창업자 

수에 대한 지표를 활용하였다. 

3.3.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 변수는 대학의 창업동아리이다. 창업동아

리는 각 대학의 해당년도에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창업

동아리 수를 측정한 지표를 활용하였다. 

3.3.3 조절변수

본 연구는 정부지원 규모와 실습형 창업강좌를 조절변수

로 한다. 정부지원 규모는 대학의 창업관련 정부의 지원금

액의 규모를 나타내며 자연 로그를 취한 값으로 계산하였

고, 실습형 창업강좌는 대학 내 전체 창업강좌 가운데 실

습형 창업강좌의 비중을 계산하여 활용하였다.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β S.E β S.E β S.E β S.E

상수항 0.745 (0.701) 0.645 (0.732) -6.644† (0.085) -0.121 (0.948)

재학생 수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학교 유형 더미 -0.071 (0.943) -0.116 (0.903) 1.27 (0.203) 0.41 (0.656)

창업경진대회 개최 횟수 1.126** (0.00) 0.906** (0.00) 0.542** (0.002) 0.854** (0.00)

창업강좌 수 0.014 (0.246) 0.009 (0.437) 0.001 (0.922) 0.009 (0.423)

창업동아리 0.087** (0.00) 0.139 (0.27) 0.037† (0.069)

정부지원 규모 0.511† (0.077)

창업동아리 × 정부지원 규모 -0.007 (0.465)

실습형강좌 비중 -0.3 (0.881)

창업동아리 × 실습형강좌 비중 0.196** (0.001)

N 482 482 299 461

WaldChi2 174.9939 221.6022 68.04836 240.8092

† p<0.1, * p<0.05, ** p<0.01

<표 3> 일반화 추정 방정식 분석 결과

3.3.4 통제변수

본 연구는 대학의 학생창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학생 

수, 학교 유형(더미), 창업경진대회 개최 횟수, 대학 내 전

체 창업강좌 수와 같은 여러 변수들을 통제 하였다. 

3.4. 연구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횡단면(cross-sectional) 자료와 시계

열(time-series) 자료로 구성된 불균형 패널 데이터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구조는 개체간 독립성을 가정하는 일반적

인 회귀분석 방법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패널 분석 모델 중 일반화 추정 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

화 추정 방정식은 패널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

정효과(FE) 모델과 랜덤효과(RE) 모델보다 더 높은 강건성

을 가진다(Liang & Zeger, 1986). 또한, 종속 변수의 정규분

포를 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Ndofer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화 추정 방정식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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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표 3>은 일반화 추정 방정식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모델 1은 통제변수만을 포함 

시킨 결과를 나타낸다. 모델 2는 가설 1에 대한 검증 결과

를 나타낸다. 가설 1은 대학의 창업동아리 활동이 활발할

수록 실제 학생창업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모델 2에서 볼 수 있듯이, 창업동아리 활동이 많을수록 학

생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ß=0.087, p<0.01). 
모델 3과 4는 각각 가설 2와 가설 3의 검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가설 2는 정부의 대학 창업지원 규모가 창업동

아리와 학생창업 간 정(+)의 관계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한

다. 분석 결과 실제로 정부의 대학 창업지원 규모는 창업

동아리와 학생창업 간 관계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은 대학의 실습형 창업강좌의 비중이 

창업동아리와 학생창업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시

킬 것이라고 예측한다. 모델 4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의 

실습형 창업강좌 비중이 높을수록 창업동아리와 학생창업 

간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ß=0.196, 
p<0.01). <그림 2>는 실습형 창업강좌 비중의 조절효과를 

도식한 것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창업동아리와 

학생창업의 관계는 실습형 창업강좌의 비중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욱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실습형 창업강좌 비중의 조절효과

Ⅴ. 결론 및 시사점

5.1 결론

본 연구는 전국 169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

동아리가 실제로 학생창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또한 정부의 대학 창업지원과 경험적 학습에 대한 

대학의 실습형 창업강좌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창업동아리

와 학생창업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

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대학의 창업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실

제로 학생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창업의도 및 실제 창업으로 연결

되는 주요 요인으로써 창업동아리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실습형 창업강좌를 통한 경험적 학습이 

창업동아리와 학생창업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시

킬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창업동아리와 실습형 창업교욱의 연

계를 통한 경험적 학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5.2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비교적 관심이 적

었던 창업동아리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창업

동아리 관련 연구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특히 경험

적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실습형 창업강좌를 통한 경험이 

창업동아리와 학생창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

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국 169개 대학의 패널 데이터

를 활용하여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는 점이다. 그동안 창업동아리 연구의 대부분이 창업동아

리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 수준의 분석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실제 창업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정부와 대학의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이다. 정부는 막

대한 예산과 지원을 통해 대학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생태

계 조성에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효과성에 대해 학생창업

으로 연결되는 수준은 아직 미비하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

은 학생창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창업지원 및 교

육의 효과 제고 방안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동아리와 

창업교육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창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현실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므로 이론적 교육과는 

별개로 학생들이 실습형 창업교육을 통해 경험적 학습이 

중요하므로 대학은 보다 다양하고 실제 창업환경이 반영되

는 경험과 교육을 제공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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