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4 pp. 2564-2572, 2015

http://dx.doi.org/10.5762/KAIS.2015.16.4.2564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2564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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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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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학교에서의 창업교육은 미래의 잠재  기업가들인 학생들에게 창업과 사업경 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함양시켜주며 창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의 목 은 학의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창업동기 형성에 실질 인 기여를 하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을 한 데이터분석은 회귀분석을 이용하 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은 학생들
의 창업동기 형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 다. 둘 째,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유의한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된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은 창업동기 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은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창업동기를 형성하는데 있어 유의한 매개역할
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  시사 과 실무  시사 을 제시하 다.

Abstract  Entrepreneurial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furnishes necessary knowledges and fosters competences 
of potential entrepreneurs and help them change their attitudes toward start-up of a new business. This study examines
how entrepreneurial education affects promoting entrepreneurship and stimulating entrepreneurial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esting mediating of entrepreneur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motivation is another
aim of this study.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each hypothesis of the study. Following refers to 
summary of the findings of the study; at first, entrepreneurial education affects entrepreneurial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positively. Secondly, entrepreneurial education influences promoting entrepreneurship of students. Thirdly, 
entrepreneu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significantly. Lastly, entrepreneurship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motivation of student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were provid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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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창업은 새로이 기업을 창립하거나 기존의 기업을 

체해 나가는 과정이다. 창업은 일반 으로 새로운 사업

의 창출로 이해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향을 

다. 활발한 창업활동은 새로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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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함과 동시에 사회변화를 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 2], 따라서 국가경제발 에 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창업활동의 바탕에는 기업가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란 남들이 쉽
게 보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창업을 

해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기업가정신
은 지 과 같이 높은 청년실업율과 장기 인 성장 상

황의 돌 를 해, 그리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추진동력
을 얻기 해 필요한 요한 요인이다.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진시키는 기업가정신의 요성에 해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 일 된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4]. 
기업가정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한 선행연구결과는 창

업활동지수(Entrepreneurial initiative indexes)가 더 크
게 증가하는 지역에서 실업률이 더 큰 수 으로 하락하

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5]. 반면에 창업기업가 
자원이 부족했던 2001년의 경우에는 OECD성인인구  
10% 미만만이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6]. 
특히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창업교육은 사람들의 

기업가  태도를 증가시키는 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

다[7]. 창업교육은 사업 아이디어의 창출, 성공 인 창업

에 필요한 지식, 역량, 창업에 한 태도와 인식의 변화 
등을 증진시켜주는 교육이다. 한 창업교육은 비기업
가의 공 , 즉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진시
켜 으로써 진로선택을 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창업에 

더 큰 심을 기울이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  

더욱 진지하게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요한 요

인이다[8]. 이와 같이 창업교육은 기업가정신의 진과 
확산을 통해 창업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일

자리의 창출을 도모하기 한 목 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9].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에
서 창업교육이 국가 주요정책의 목표로 두되고 있다

[10, 11]. 재 우리나라 학의 창업교육 커리큘럼의 
를 보면 원 학교는 창업실무, 창업론 등 창업 련 교

과목을 교양선택과목으로 운 하고 있으며(원 학교 

홈페이지) 숭실 학교의 경우 벤처 소학과 등을 통해 

소기업학, 기업가정신, 벤처경  등을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 하고 있다(숭실 학교 홈페이지). 
그러나 창업교육의 강화가 반드시 학생들의 창업의

사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재 확
산되고 있는 창업교육에 한 실질 인 효과성을 확인하

고 강화하기 한 지속 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실제로 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교육이 학생
들의 창업동기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잠재  기업가인 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동기 요

인과의 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 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창업과 련한 의사결정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청년 학생들을 상으로 창업

교육이 학생들의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한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창업교육

과 창업동기 사이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

해 으로써 창업교육의 요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창업분 기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에서 학생들의 창업의욕을 고취시키고 더 나

아가 창업의 활성화를 한 합리  안을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과 가설설정 

2.1 창업교육과 창업동기 

창업교육은 창업의도, 창업지식, 창업열망, 창업실
가능성 등과 같이 창업활동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발

달시키기 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12]. 창업교육은 
한 사람의 태도와 의도에 향을 주는 핵심 인 변수이

기도 하다[13,14]는 창업에 필요한 여러 역량들은 후천
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들로써 잠재기업가들의 창업의

지를 강화시키기 한 창업교육의 요성을 제시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창업교육은 창업에 심은 있지만 창업에 
한 지식이 부족하고 창업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창

업동기를 제공하고 창업정신을 강화시켜 다[15]. 따라
서 미래의 기업가들인 학생들에게 학시 은 창업을 

계획하고 비하는 기간으로서 학생들을 한 창업교

육, 그리고 창업 장과 연계된 창업교육 로그램의 개발

은 매우 요하다 할 수 있다[16].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들
로부터 창업교육이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역량들

을 배양시켜 으로써 사람들에게 후천 으로 기업가  

비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창업동기(Entrepreneurial motivation)란 가능한 

한 빨리 창업을 통해 독립하여 기업을 조직하고 사람들

을 통제하며 지휘하고자 하는 열망 혹은 경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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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은 학에서의 창업교육이 학생들에게 창업동기
를 부여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도록 해주며 소

벤처기업의 성장과 련된 창업지식을 달함으로써 지

역경제  국가경제 성장에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에서의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미치는 향이 크기 때문에 학교는 미래의 기

업가들을 양성하는 잠재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창업교육은 잠재  기업가인 학생들에게 창업에 

한 태도와 동기부여, 그리고 의지형성에 향을 미치
는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상정한다.

가설1. 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창업동기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

기업가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

착하여 시간과 노력, 필요한 자 과 사업역량 등을 투입

함으로써 창업을 실 시키는 사람이다. 기업가들은 이
게 창업을 향한 기업가정신을 구 함으로써 자신들의 노

력을 보상받게 된다. 그러나 창업을 실 시켜 가는 과정

은 험, 불확실성, 압박, 스트 스, 망 등과 같은 기업
가가 직면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부정 인 요인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 인 창업을 한 역량의 획

득뿐만 아니라 창업과정 에 부딪히게 될 난 들을 잘 

처하기 해 기업가들은 기업가정신으로 충분히 비

되어 있어야 한다[13].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개인의 특
성 등 선천 인 요인보다는 교육을 통하여 발달시킬 수 

있음을 많은 선행연구결과들이 보여주고 있다. [2]는 기
업가정신이 후천 인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획득되어 질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창업교육의 요성을 강조하 다. 
[14]도 사람들은 교육을 통하여 후천 으로 창업에 필요

한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창업교육의 요

성을 주장하 다. 이와 련 [12]는 창업교육이 사람들
의 창업의지, 련지식, 창업에 한 열망 등 창업활동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발달시켜 다고 보았다. [13]은 
창업교육이 창업에 한 태도와 의도에 향을 주는 핵

심 인 변수이며 기업가정신 교육은 학생들의 창업의

도와 유의한 계 계가 있음을 제시하 다. 즉 창업교
육은 창업동기, 정보의 탐색, 사업 아이디어의 이해가능
성과 잠재  사업으로부터의 재무  목표 등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강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밝 내었다. 따
라서 창업교육은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한 계가 있

음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

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 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2.3 기업가정신과 창업동기

최근 기업가정신의 증진은 부분 국가의 요 공공

정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3]은 창업 활성화를 한 
기업가정신의 확산은 사람들에게 창업동기를 부여하며 

기업측면에서 기업가정신은 신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  효율의 달성하도록 해 으로써 궁극

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기업가정신교육은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한 창업교육 

분야에서 우선순 가 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창업과 

련된 많은 선행연구결과들이 사람들의 창업활동에 향

을 미치는 기업가정신의 요성을 실증 으로 제시해 주

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을 해 부분 선진국의 학교에서 큰 심을 가

지게 되었고 그 결과 기업가정신 교육은 비 기업가들

인 청년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진과 창업을 비시키

기 한 공식 인 교육과정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19,13]은 기업가정신에 한 지식이 창업에 한 인식
과 미래에 창업을 하기 한 의도를 형성시켜 다고 보

았다. 크로아티아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
업가정신 교육은 학생들의 창업의도와 한 계가 

있음을 발견하 다[13]. 한 학생과 일반인들을 상
으로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한 [20]의 연구는 
잠재  창업기업가의 기업가정신은 창업동기와 창업의

도 사이에 유의한 계가 있음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들은 기업가정신이 창업을 해 필요한 창

업동기의 형성, 사업 아이디어를 찾기 한 정보의 탐색, 
사업 아이디어의 실 가능성과 잠재  사업으로부터 얻

을 수 있는 재무  목표 등 창업의지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기업가정신
의 함양이 사람의 창업동기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

음을 기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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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 기업가정신은 학생들의 창업동기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기업가정신은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창업동
기를 형성시키는데 있어 유의한 매개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재 여러 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

육이 학생들의 창업동기를 형성시키는데 실질 인 도

움이 되는가를 확인하는데 있다. 한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된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창업동기를 형성시키

는데 있어 유의한 매개효과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매개효과검증은  3단계 계  다 회계분석을 이

용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아래의  Fig. 1과 같이 제
시하 다. 본 연구를 한 분석방법은 회귀분석과 계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Entrepreneurial 
Educati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수행을 해 창업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있

는 서울 소재 학교 2 곳, 경기 그리고 충남과 북지역 
학 각각 1 곳을 선정하여 각 학교의 학생들을 
상으로 표본을 추출하 다. 연구에 투입된 변수들의 측
정도구 개발은 선행연구에서 이용된 설문지의 설문문항

들을 토 로 개발하 고 특별히 기업가정신 분야의 문

가  교수 두 분의 도움을 받아 구조  설문지를 완성

하 다. 설문지 배포 시에는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 을 

충분히 설명하 고 자신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반 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요청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4
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조
사결과 원 학교 58부, 백석 학교 60부, 홍익 학교 

62부, 숭실 학교 59부, 그리고 단국 학교 58부로 총 

297부를 회수하여 이  연구의 신뢰성을 히 떨어

뜨릴 수 있는 불성실 응답지 19부를 제외한 278부를 연
구에 최종 투입하 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시

된 문항들을 연구의 목 에 맞게 히 수정하여 이용

하 다. 연구에 투입된 모든 변수들은 인구통계학  변

수들을 제외하고 5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각각 5개
의 문항으로 측정하 다.  

3.3.1 창업교육 

본 연구에서 창업교육(Entrepreneurial education)은 
선행연구들을 토 로 창업동기, 창업지식, 창업열망, 창
업의지 등과 같이 창업활동과 련된 요인들을 발달시키

기 한 모든 교육으로 정의한다. 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청년 학생들에게 창업에 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향을 주며 창업에 한 동기를 강화시켜 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이와 같이 학에서의 창업교육
은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결정 인 향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역할과 체계 인 창업지원은 매우 요

하다 할 수 있다. 변수의 측정은 [12, 15, 18] 등의 선행연
구를 근거로 ‘창업교육은 나에게 창업성공에 필요한 지식
을 제공해 다’, ‘창업교육은 나에게 취업보다는 창업에 
더 호감이 가도록 해 다’,  ‘창업교육은 나에게 창업의
욕을 강화시켜 다’ 등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다.  

3.3.2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란 미래를 측할 수 
있는 리한 통찰력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끈

기와 인내를 가지고 사업  불확실성에 도 하며 자신이 

추구하려는 사업의 험성을 충분히 계산해 본 후 결단

성 있게 창업을 실행하는 정신으로 것으로 정의한다. 기
업가정신은 험에 한 모험, 불확실성에 한 내성, 근
면함, 스트 스와 망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정

신, 창조와 개선 등과 같은 요인과도 한 계가 있다

[21]. 기업가정신 변수의 측정은 [21]과 [13], 그리고 
[22]의 연구를 토 로 ‘나는 결단력이 있으며 인내심이 
강하다’, ‘나는 기회를 추구하며 목표 지향 이다’, ‘나
는 창업에 따른 모든 험을 계산해 본 후 사업  모험

을 추구할 것이다’ 등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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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창업동기 

창업동기(Entrepreneurial motivation)란 가능한 한 신
속히 그리고 타인의 의존이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

으로 기업을 창립하고 직원들을 지휘 통제하고 싶어 

하는 열망 혹은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업동기는 성
공 인 창업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특성과 성공 인 경

에도 많은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다. 선행연구
결과들은 높은 창업동기를 가진 사람일수록 기업가가 될 

가능성 더 크며 험에 한 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창

업에 하여 더 크게 동기 부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창업동기는 [17, 23, 24, 25] 등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 로 ‘나는 사회 으로 성공하고 싶어 창업 한다’, ‘나
는 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와 독립을 원해서 창업 

한다’, ‘나는 큰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어 창업 한다’ 
등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상인 각 학교 별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

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Sample Component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86 67
Female 92 33

University

Wongkwang 55 20
Baekseok 55 20
Soongsil 56 20
Hongik 58 21

Dankook 54 19

Grade

Freshmen 10 3.6
Sophomore 73 26.4

Junior 106 38
Senior 89 32

Total 278 100

본 연구에 참가한 각 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20% 수
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체
학생  남학생이 67%, 여학생이 33%의 비 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취업과 창업의 기로에 서있는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의 비 이 체의 70%인 것을 보
이고 있다. 

4.2 분석방법 

본 연구를 한 데이터 분석은 PASW 18 for 

Windows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하 다. 각 변
수들의 측정도구에 한 타당성  신뢰성 검증을 해 

요인분석과 크론바하 알 값을 이용한 신뢰성 분석을 실

시하 다. 가설검증을 해 단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기

업가정신의 매개변수 역할 검증을 해 [26]이 제시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한 매개효과 추가검증
을 실시함으로써 기업가정신 변수의 매개효과검증을 재

확인하 다[27]. 

4.3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세 가지 변수의 측정을 해 사용된 설문문

항들의 타당성 분석을 해 직교회 (varimax rotation)
을 통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 다. 

Table 2. Result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Variable QN Factor 1 Factor 2 Factor 3 Eigen 
value

Chronbac
h's ɑ 

Entrepr'rial 
motivation

EM3 .767

6.431 .780
EM1 .747
EM5 .668
EM2 .651

Entrepr'rial 
education

EE3 .720

9.891 .768
EE5 .683
EE4 .675
EE1 .667
EE2 .634

Entrepr‘ship
ES2 .822

1.939 .783ES3 .759
ES1 .713

이를 통해 고유값(eigen value)이 1보다 큰 요인들만 추
출하는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창업교
육은 다섯 문항이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창

업동기는 4개 문항, 기업가정신은 3개 문항이 각각 같은 
요인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해 확
인된 각 측정변수들의 신뢰도(reliability)은 Chronbach's ɑ 
값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검증결과 모든 측정변수의 신
뢰도의 계수값은 0.7이상으로 높은 내  일 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 별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2에 제시하 다.

4.4 측정변수의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수들 간의 Pearson상 계 분

석결과 모든 변수들 사이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상 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변수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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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 계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 and Pairwise Correlation

Variable Mean S.D.

Correlation

Entrepr'rial 
education

Entrepr'rial 
motivation

Entrepre-
neurship

Entrepr'rial 
education 3.587 .604 1

Entrepr'rial 
motivation 3.547 .757 .275** 1

Entrepreneurs
hip 3.563 .660 .389** .316** 1

** p <.001

4.5 가설검증 

먼  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창

업동기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인가에 한 가설검증을 

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가설
1의 회귀모형 검증결과 통계 으로 유의함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F= 22.437, p< .001). 독립변수의 설명력
을 보여주는 R²값은 .075, 표 화 계수(β)값은 .275로 각
각 통계 으로 유의함을 보임에 따라 창업교육이 창업동

기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채택되
었다. 가설1의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
t variable B S.E. β t F R²

Entrepr'rial 
motivation

Entrepr'rial 
education .344 .073 .275 4.737** 22.437** .075

** p <.001

가설2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은 학생들
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인가

를 검증하는 것이다. 회귀모형 유의성 검증결과 F값이 
46.348(p< .001)로 통계  유의수 에서 유의함을 보

다. R²값과 표 화 계수(β)값은 각각 .144와 .380으로 통
계 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채택되었
다. 가설검증결과는Table 5와 같다. 

Table 5.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
t variable B S.E. β t F R²

Entrepreneur
ship

Entrepr'rial 
education .414 .061 .380 6.808** 46.348** .144

** p <.001

다음으로 가설3은 기업가정신이 학생들의 창업동

기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먼
 회귀모형은 검증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F= 22.437, p< .001). R²값과 표 화 계수(β)값은 
각각 .100과 .316로 나타났고 통계 으로 유의함을 보

다. 따라서 가설3은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설3의 
검증결과는 Table 6과 같이 정리해 두었다. 

Table 6.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²

Entrepr'rial 
motivation

Entrepreneur
ship .362 .066 .316 5.523** 30.509** .100

** p <.001

마지막으로 가설4는  창업교육과 창업동기 사이에 기
업가정신의 매개역할을 검증하는 것이다. 

Table 7. Result of Mediating Effect Analysis
Step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1st Entrepreneurship Entrepr'rial 
education(a) .414 .061 .380**

2nd Entrepr'rial 
motivation

Entrepr'rial 
education(c) .344 .073 .275**

3rd Entrepr'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b) .284 .070 .247**
Entrepr'rial 

education(c') .226 .076 .181**

** p <.001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면의 인과 계를 

이해하는 유용한 변수이다.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검증
을 하여 [26]가 제안한 검증방법을 이용하 다. 이를 
해 3단계 계  다 회계분석을 실시하 다. [26]의 
매개효과검증 방법은 3단계 조건의 충족을 제로 하고 
있다. 1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간의 통계  유의성

이 있어야 한다. 다음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통계  유의성을 보여야 한다. 마지막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투입한 후 종속변수에 한 

유의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
립변수 향력이 2단계에서의 향력보다 작아야 매개
효과가 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할 경우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 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검증단계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가설검증을 

실시하 다. 앞서 밝혔듯이 창업교육과 학생들의 창업
동기 사이에 기업가정신이 완 매개역할이 성립되기 

해서는 3단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하는데 

검증결과 여 히 통계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은 완 매개가 아닌 부분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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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분매개효과의 크기는 .344 - 
.226= .414 x .284(c-c'=ab)식에 따라 .118의 부분매개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는 Table 7에 정
리해 두었다. 
기업가정신 변수의 간 효과를 추가 검증하기 하여 

Sobel검증을 실시하 다[27]. Sobel검증결과 기업가정
신은 창업동기에 Z= 3.482(p<.001)로 통계 으로 유의

한 간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업교
육이 학생들의 창업동기를 형성시키는데 있어 기업가

정신이 유의한 매개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설4는 채
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학의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창업

동기 형성에 실질 인 기여를 하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 이 있다. 한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된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창업동기 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해보는데 있다. 
가설검증을 통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창업동
기 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유의한 정의 

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된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은 그들의 창업동기 형성

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기업가정신은 창업교육과 창업동기 사이에 유의한 

부분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론  시사 과 

실무  시사 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  시사 으로 첫째, 창업교육이 학

생들의 창업동기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실증

하 다. 이러한 결과는 학에서의 창업교육이 창업에 
심은 있지만 창업지식이 부족하고 창업경험이 없는 학

생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의 개발  창업동기를 부여한

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15, 18]. 따라서 
실제로 학에서 이루어지는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창

업동기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본 연구가 충

분치 않은 상황에서 창업교육과 창업동기 간의 계를 

실증 으로 밝혔다는 이 본 연구의 기여 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유의한 정의 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업가정신이 후천 인 훈련과 교육을 통하

여 획득되어 질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잠재기업가들의 

창업의지를 강화시키기 한 창업교육의 요성을 강조

한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14]. 셋째,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된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은 창업동기 형성과 정의 계에 있다는 것을 실증

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가정신의 확
산이 사람들에게 창업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에 한 지식은 창업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고 

창업의도를 형성시켜 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

이다[3, 13]. 창업분야의 핵심 인 두 가지 변수로서 잠재

 기업가인 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동기 사이에 

유의한 인과 계를 실증하여 이론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

는 이 본 연구의  하나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기업가정신이 창업교육과 창업동기 사이에 유의한 부분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실증한 것이다. 이러한 실증
결과는 기업가정신 변수의 매개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많

지 않다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본 
가설의 검증은 학생과 일반인들을 상으로 기업가정

신 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2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
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정신 변수가 창업동기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음을 입

증한 것이 본 연구의  다른 기여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실증  분석결과를 토 로 한 실무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서의 창업
교육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동기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창업교육에 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창업교육은 창업에 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 학생들에게 새로운 사업기

회의 포착, 불확실성과 험에 한 도 , 자신의 목표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창업을 통한 자아실  

등과 같이 성공 인 기업가가 되기 한 필수요소인 기

업가정신을 진시켜주며 나아가 청년 창업활성화를 

진시킬 수 있는 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 과 같이 만성 인 청년 실업난을 겪고 있

는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을 한 창업교육은 그 

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된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은 창업동기 형성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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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
과는 학교에서의 창업교육의 요성과 당 성을 설명

해 주고 있다. 즉 학교에서의 창업교육은 청년 학생

들에게 창업성공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들을 공 해 으

로써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시켜 창업에 정  

인식 환과 함께 창업에 도 할 수 있는 분 기 형성에 

도움을 주며 궁극 으로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 과제를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본 연구의 수행을 해 
국 다섯 곳의 학교를 선정하여 표본을 추출하 으나 

각 학교 별 표본의 수가 충분치 않아 연구결과의 일반

화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 째 본 연구는 창업과 
련된 세 가지의 핵심 변수들 간 인과 계에만 을 맞

추고 있다는 이다. 창업은 장기 인 시간과 여러 단계

의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상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요 변수만을 가지고 창업이라는 상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연구과제로
는 창업교육의 효과를 좀 더 하게 살펴볼 수 있는 

종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인구통계학

 측면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등 성 별의 차이에 따른 

창업교육의 효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창업에 긴 하

게 향을 미칠 수 있는 공 별, 부모창업의 창업여부 
등 창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포함하여 

창업교육의 반 인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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