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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개인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는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의사결

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종교의 가르침은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

다.  하지만, 세속화 가설에 의하면 사회가 효율화되고 구성원에 대한 교육수준이 증대할수록 종교의 통제력과 사회영향력은 떨어지게 된다

고 한다.  종교와 창업의지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종교와 개인의 창업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실증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성취동기, 문제해결력, 창업자 부모 및 친구 등과 같은 개인특성 변수와 아울러 종교몰입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22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몰입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몰입은 창업의지

에 전통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개인특성 변수인 성취동기, 창업자 부모 및 친구, 문제해결력 등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다.  둘째, 선행연

구와 마찬가지로 성취동기, 창업자 부모 및 친구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취동기와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창의성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핵심주제어: 종교몰입, 창업의지, 설문조사, 성취동기, 창의성

Ⅰ. 서론

종교는 개인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종교는 개인의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자본, 문

화형성 등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영

향을 준다(Wiseman & Young, 2013). 또, 종교의 가르침은 개

인의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의사결정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Emmami & Nazari, 2012).  
최근 사람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청년과 장년층을 위한 취업기회가 예전만 
못한 탓도 있겠지만 빠른 기술발전과 사회변화 그리고 고용

불안정성으로 개인의 창업추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유도 있을 것이다(배병윤·이주헌, 2015). 창업과 기업가정신은 

최근 선진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

고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종교와 경제성장, 창업 간에 연구가 거의 

없는 편이지만 해외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Weber(1930)는 프로테스탄트의 소명의식과 금욕

주의가 자본주의 정신과 경제발전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직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으로 보고 

건전한 이익추구를 장려한 프로테스탄트의 사상과 정신이 자

본형성과 기술 및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하지만, 종교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 회

의를 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Tawney(1926)는 상인과 자본계

급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과 경제활동에 대해 자유로운 교리

를 가진 개신교가 이들에게 환영받게 되었고 경제활동이 발

전한 지역에서 프로테스탄트 종교를 믿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Lewis(1955)는 종교믿음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환경변화가 종교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창업의지(Entrepreneurship Intention)는 창업에 관심이 있고 취

업과 비교해서 창업에 대해 상대적 호의적 감정을 갖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이주헌·변광학, 2011; 배병윤·이주헌, 2015).  
창업을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

하면, 창업은 경력과 연관되어 있으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

력과 연관된 활동일수록 오랫동안 인지적 작용을 통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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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Lent, et al., 1994; Krueger, et al., 
2000). Ajen(1991)의 계획행동이론에 따르면 창업에 대한 태

도, 인식된 행동통제 및 주관적 규범이 창업행동의 수행의지

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창업에 대해 

호의적 평가를 한 사람이 창업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

다(Krueger, et al.,2000).  
종교와 창업의지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종교와 개

인의 창업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실증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

다(Audretsch, et al., 2007; Wiseman & Young, 2013). 
본 논문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성취동기, 문제해결

력, 창업자 부모 및 친구 등과 같은 개인특성 변수와 아울러 

종교믿음과 활동으로 구성된 종교몰입이 창업의지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살펴보고 실증

분석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진

행하였다.

Ⅱ. 기존문헌 연구

2.1. 종교몰입과 창업의지

Eisenstadt(1968)에 따르면 종교는 특정한 경제 동기나 활동

을 북돋우거나 억제할 수 있는 신념과 사상을 주입할 수 있

다. 따라서, 종교는 불확실하고 기존의 틀과 벗어난 경제활동

인 창업과 창업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Audretsch, et al., 
2007). Anderson et al.(2000)은 1980년대 영국의 대처수상은 창

업과 기업가정신을 높은 경지의 사회문화적 윤리체계로 발전

시키는 시도를 하였고 이 새로운 윤리체계는 창업활동의 진

작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Barro & McCleary(2003)는 경제성장이 종교믿음과 정(+)의 

관계가 있는 반면 종교 활동과는 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발견하였다. Auretsch et al. (2007)는 인도근로자 9
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이슬람과 기독교는 창업

을 진작시키는 반면 힌두교는 창업을 억제하는 것으로 조사

하였다.  
종교는 사회의 문화와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경제활동과 창업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은 

종교몰입하지 않더라도 사회 내에서 종교에 의해 전파된 문

화와 가치체계에 의해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세속화 가설(secularization hypothesis)에 의하면 사회가 효

율화되고 구성원에 대한 교육수준이 증대할수록 종교의 통제

력과 사회영향력은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Minns & 
Rizov(2005)는 20세기 캐나다 자료를 분석해서 기독교 소속과 

자영업 간의 관련성이 아주 크지 않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Carswell & Rolland(2007)는 뉴질랜드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종교 활동이 창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밝혀내었다.  

2.2. 개인특성과 창업

창업자의 개인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창업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Lee 
& Venkataraman, 2006). 성공한 창업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

취하지 못한 것을 이룬 사람들로 그들만의 특별함이 있을 것

으로 보았고 이를 찾고자 하는 것이 창업자의 개인특성 분야

의 연구이다. 
McCllelland(1961)의 선구자적 연구이래로 성취동기는 창업행

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많은 실증연구에서 확인되고 있

다. 성취동기는 높은 수준의 성취나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개

인적 욕구로 다른 사람들의 압력이나 외적 요인에 의해 작용

하기 보다는 자발적인 내적추진력에 의해 발생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McClelland(1961)는 성취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높은 성취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경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높은 성취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열

망이 높고 지속적 추진의지가 높기 때문에 기업가정신과 연

관성이 깊다(Koh, 1996; 유봉호, 2015). 또, 높은 성취동기는 

도전적 목표설정과 연관되고 이를 이루려고 하는 의지와 관

련된다(Lumpkin & Erdogan, 2004).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공

한 창업자들은 높은 성취동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Sexton & Bowman, 1985).   
문제해결력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Dewey(1910)는 문제해결과정으로 

문제인식, 문제형성, 대안의 제시, 해결책 시사점 찾아내기 등

의 단계를 제시하였고 Rossman(1931)은 필요성 인식, 문제의 

분석 및 정의, 정보수집, 다양한 대안형성, 대안의 비판적 평

가, 해결책 형성, 수정, 보완 및 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창업

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개발하고 이를 해결하는 노력으로 문

제해결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Weisberg, 1986).   
창업자 부모가 자녀들의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정(+)의 영향

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오래전부터 많이 발표되었다(Ronstadt, 
1984; Scherer et al., 1989; Krueger et al., 2000). 또,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나 동료들의 영향에 의해서 사람들이 창업을 결정한다

는 것도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Djankov et al., 2005).  
Scherer et al.(1989)은 사회학습이론을 기초로 부모의 창업이 

창업경력추구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업 자기효능감과 노력/
성과 기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 창업자 부모는 창업을 위한 실제적 지원과 조언을 제공

하는 멘토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창업자 부

모는 창업할 때 부딪칠 수 있는 어려움과 시장 및 산업특성, 
규제와 정책 등과 연관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Ozgen & Baron, 2007).  
역할모델에 따르면 창업자 부모는 자녀들의 사회적 역할 준

거집단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은 부모의 성공을 모

방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되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Scott & Twomey, 1988). Bosma et al.(2011)이 실시한 2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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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4%가 창업자 역할모

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부모, 친구, 친척 그리고 

개인적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

구에서는 창업자 부모를 네트워크 1, 창업자 친척 및 친구를 

네트워크 2로 구분하고 이들과 대학생들의 창업의지 간의 관

계를 조사하였다.        

2.3. 창의성과 창업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용하거나 기존과 다른 지식

이나 방식을 이용해 개방형 문제에 대한 유용한 해답을 만들

어내는 현상을 의미한다(Amabile, 1983). 창의성의 발현은 상

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에만 필요한 능력이다. 인간의 능력이 다양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Shapero, 1985).  
Guilford(1967)은 타인과 구별되는 아이디어 창출능력인 독창

성, 다각도로 현상을 파악하고 포괄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융통성, 정보수집능력과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유창성으로 창의성을 파악하였다. Amabile(1997)는 창의

성의 3가지 구성요소로 높은 수준의 지식과 전문성, 기존 지

식을 새롭게 조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능력, 지적인 도전에 

대한 높은 동기를 들었다.   
창업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는 과정과 다양한 경영문제와 

기술문제를 해결할 필요성 때문에 개인의 창의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창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창업에 대한 자신

감을 갖게 될 경향이 높고 창업의지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스 대학생 18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의성이 창업

의지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Zampetakis & 
Moustakis, 2006). 국내 550명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창의성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박지유·양해술, 2014).     

Ⅲ.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3.1 측정문항의 구성

본 연구모형은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창업의지

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또

한, 종교몰입에 관련된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설문을 구성하

고 이들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모형을 설정

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종교몰입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개인특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성취동기는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네트워크 1(창업자 부모)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3. 네트워크 2(창업자 친척 및 친구)은 창업의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문제해결력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창의성은 성취동기와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 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5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강원도 원주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0
부가 배부되었지만 245부가 회수되었고 연구의 신뢰도를 높

이고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보이

거나 결측값이 포함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29부
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3.3 측정문항

본 연구 측정문항은 창업과 관련된 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구성되었다. 종교몰입은 Worthington et al.(2003)이 개발한 종

교헌신목록(Religious Commitment Inventory: RCI-10) 설문문항

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RCI-10는 신앙의 내용에 상관없이 동

기 및 행동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번역사용한 종교몰입에 대한 설문문항은 <표 

1>에 표시되어 있으며 앞의 6개가 내재적 종교몰입 측정문항

이고 나머지 4개 문항은 외재적 종교몰입 측정문항이다. 
창의성에 대한 설문문항은 Farmer, et al.(2003), Zampetakis & 

Moustakis(2006) 등을 참조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제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접근, 창의적 사람으로 인식에 관한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취동기는 Walter, et al.(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초로 도전적 임무선호, 완성가능 임무선호, 임무완성에 대

한 강한 의지의 3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문제해결력

은 Heppner & Peterson(1982)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제

해결 자신감, 개인의 통제력, 접근회피스타일의 3개 설문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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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종교몰입에 대한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설문대상의 종교몰입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

다. 각 설문항목의 평균이 1.88~2.17로 종교에 몰입하지 않는 

학생의 숫자가 몰입한 학생에 비해 3배정도 많았다.  내재적 

종교몰입에 대한 측정항목 중 하나인 종교적 신념의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 대학생 229명 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

한 학생은 152명(66.4%)이고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한 학생은 

49명(21.4%),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은 28명(12.2%)이었다.   
외재적 종교몰입에 대한 측정항목 중 하나인 종교단체에서 

활동을 살펴보면 종교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161명(70.3%)이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

은 33명(14.0%)이고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은 36명(15.7%)이었

다. 설문대상이 대학생인 관계로 지역 종교단체의 교류와 의

사결정에 대한 영향과 종교단체에 대한 재정적 기부에 대한 

설문에 대한 평균값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1> 종교몰입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종교적 신념의 삶에 대한 
영향력

101
(44.1%)

51
(22.3%)

28
(12.2%)

35
(15.3%)

14
(6.1%)

2.17 1.305

종교적 믿음성숙을 위한 
시간 사용

101
(44.1%)

55
(24.0%)

31
(13.5%)

30
(13.1%)

12
(5.2%)

2.11
1.251

종교적 사색과 회개의 중
요성

101
(44.1%

52
(22.7%)

35
(15.3%)

26
(11.4%)

15
(6.6%)

2.14 1.275

종교적 신념의 삶의 방식
에 대한 영향

101
(44.1%

49
(21.4%)

34
(14.8%)

33
(14.4%)

12
(5.2%)

2.15 1.273

삶의 질문에 대한 해답으
로서 종교의 중요성

101
(44.1%

53
(23.1%)

37
(16.2%)

27
(11.8%)

11
(4.8%)

2.10 1.226

종교서적에 대한 접촉
117

(51.1%)
57

(24.9%)
28

(12.2%)
19

(8.3%)
8

(3.5%)
1.88 1.127

종교 단체에서의 활동
106

(46.3%)
55

(24.0%)
36

(15.7%)
21

(9.2%)
11

(4.8%)
2.02 1.194

동일 믿음을 가진 사람들
과 교류를 즐김

102
(44.5%)

56
(24.5%)

34
(14.8%)

27
(11.8%)

10
(4.4%)

2.07 1.208

지역 종교단체의 교류와 
의사결정에 영향

115
(50.2%)

60
(26.2%)

28
(12.2%)

17
(7.4%)

9
(3.9%)

1.89 1.126

종교단체에 대한 재정적 
기부

114
(49.8%)

60
(26.2%)

28
(12.2%)

19
(8.3%)

8
(3.5%)

1.90 1.123

Ⅳ. 실증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타당성검증을 위하여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의 구성요인 손실을 최

소화하여 값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선택기준은 요인 적재치는 0.5이상 기준으로 하였다.  

개인특성은 모형과 동일하게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총 

20개 문항이 기준치 이상의 값으로 나타났다. 창업의지는 3개 

문항이 기준이상의 값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검정은 측정도구

의 문항 간에 얼마나 내적일관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과

정으로 <표 2>의 Cronbach’s ɑ계수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력은 

0.623 그리고 나머지 측정변수는 모두 0.7 이상으로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신뢰할만한 척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2> 신뢰성 검증결과

측정변수 Cronbach’s ɑ
창의성 .910

성취동기 .705

문제해결력 .623

종교몰입 .984

창업의지 .750

타당도 분석을 위해 베리맥스 방식을 이용한 주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앞에서 신뢰도 검정에 사용된 5개 

요인변수가 고유값 1이상을 나타내었고 총 80.57 %의 누적분

산을 설명하였다. 각 변수측정항목은 모두 0.50 이상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가설검정에 앞서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

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와는 창의성, 성취동기, 네트워크 1과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창의성과 성취동기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창의성이 성취동기의 매개변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3> 독립변수의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성분

1 2 3 4 5

창의성1 -.014 .854 .200 .187 -.040

창의성2 .104 .854 .065 .137 .245

창의성3 .015 .927 .200 .201 .074

성취동기1 -.033 .247 -.025 .818 -.044

성취동기2 -.018 .047 .179 .791 .061

성취동기3 .004 .198 .011 .690 .272

문제해결력1 -.057 .045 -.142 .041 .854

문제해결력2 -.011 .134 .093 .173 .797

종교몰입1 .929 .063 .022 -.021 .014

종교몰입2 .961 .038 .000 .002 -.033

종교몰입3 .946 .064 .025 -.034 .008

종교몰입4 .950 .040 .025 -.053 .012

종교몰입5 .954 .052 .028 -.051 .043

종교몰입6 .905 -.032 .009 -.007 -.010

종교몰입7 .950 .007 -.022 .011 -.041

종교몰입8 .943 .020 -.003 .036 -.032

종교몰입9 .917 -.019 .027 -.011 -.040

종교몰입10 .894 -.079 -.005 .033 -.037

창업의지1 -.070 .376 .713 .065 -.134

창업의지2 .020 .323 .805 .092 -.012

창업의지3 .079 -.065 .817 .036 .050

고유값 8.788 3.889 1.851 1.240 1.153

설명력 41.778 12.910 9.403 9.141 7.342

누적설명력 41.778 54.689 64.092 73.233 80.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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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요인 간 상관관계와 판별타당성 분석

창의성
성취
동기

네트
워크1

네트
워크2

문제 
해결력

종교
몰입

창업
의지

창의성 1

성취동기 .396** 1

네트워크1 .014 .033 1

네트워크2 .135* .107 .311** 1

문제해결력 .206** .243** -.126 -.140* 1

종교몰입 .055 -.028 -.024 -.039 -.050 1

창업의지 .477** .241** .222** -.040 -.027 .002 1

a: Square root of AVE
***: p<0.01, **: p<0.05, *: p<0.1

Ⅴ. 가설검증결과

5.1. 다중회귀분석결과

종교몰입은 성취동기, 네트워크 1과 2, 문제해결력, 창업의지와 

모두 성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창업의지와 연관이 있다고 밝혀진 다양한 변수들과 아울러 

종교몰입을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설검증을 

하였다.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값이 2에 수렴하므로 

독립성 가정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고 F값이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적합도를 나타내는 

R-square값은 0.127으로 성취동기, 네트워크 1과 2가 창업의지

를 1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VIF값을 구해보았는데 1.2 미만으로 다중공선

성 검토기준이 10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취동기, 
네트워크 1과 2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해결과 

종교몰입의 창업의지에 영향은 모두 기각되었다. 표준화계수 

베타의 크기를 통해 살펴보면 성취동기가 0.234로 창업의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 1과 2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종속변수:
창업의지

절편 1.826 .420 4.352**

성취동기 .309 .086 .234 3.589**

네트워크1 .099 .040 .163 2.463*

네트워크2 .103 .049 .141 2.102*

문제해결력 -.068 .079 -.057 -.868

종교몰입 -.011 .050 -.014 -.222

R-square = 0.127, F값 = 6.476**, Durbin-Watson = 2.021

5.2. 매개효과분석

성취동기와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의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가 검

증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각각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모두 포함된 다

중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과 동시에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이 감소해야 한

다(Baron & Kenny, 1986).
제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성취동기는 매개변수인 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단계에서

는 독립변수인 성취동기가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투입했을 때 매개변수인 창의성은 창업의지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때 독

립변수인 성취동기는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6>에 나타난 값을 가지고 Sobel 
test를 실시해 본 결과 값이 4.807로 나타나 1.96 이상이고 

one-tailed probability와 two-tailed probability 값도 0.05보다 훨

씬 작아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었다.  

<표 6> 창의성의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수
1단계
창의성

2단계
창업의지

3단계
창업의지

절편 2.037**(.232) 2.098**(.312) .924**(.327)

성취동기 .411**(.063) .318**(.085) .082(.084)

창의성 .576**(.081)

R-square .157** .058** .231**

F value 42.173 14.005 33.941

VI. 결론

종교는 개인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는 개인의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문화 형성에 영향

을 미쳐 개인의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종교의 가르침은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 개

인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세

속화 가설에 의하면 사회가 효율화되고 구성원에 대한 교육

수준이 증대할수록 종교의 통제력과 사회영향력은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종교와 창업의지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종교와 개인의 창업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실증 연구한 논문

은 많지 않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성취동

기, 문제해결력, 창업자 부모 및 친구 등과 같은 개인특성 변

수와 아울러 종교몰입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강원도 원주지역 22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몰입, 개인특성 변수와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종교몰입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몰입은 창업의지에 전통적으로 영

향을 주고 있는 변수들인 성취동기, 창업자 부모, 창업자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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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및 친구, 문제해결력 등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둘째,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성취동기, 창업자 부모, 창업자 친척 및 

친구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

취동기와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창의성은 완전매개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지역의 대학을 대

상으로 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결과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종교몰입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특성 

변수와 창의성과 관련된 결과는 국내외 다른 연구들의 결과

와 거의 일치하여 일반화의 오류가 없어 보이지만 추후 보강 

연구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기기입식 설문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응답자가 설문문항을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하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특정 연구에 의존

한 설문문항 구성으로 변수의 엄밀한 정의에 문제점이 발생

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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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Religious Commitment,

Individual Trait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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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igion can affect on every day lives of individuals in society.  Also, religion can affect on personal networks and the formation of 

a social culture that may lead to influence individual decision makers.   Religion can influence values and ethics of people in society.  
However, according to the secularization hypothesis, as an economy becomes more efficient and the members of a society becomes more 
educated, the influence and control of religion over people tend to become diminished more. How is religion related with 
entrepreneurship?  There are not so many empirical studies that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entrepreneurship.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at we empirically examine how religious commitment, in addition to individual traits such as need for 
achievement, perceived creativ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entrepreneurial parents or friends.  Our  study is based on survey sample 
of 229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results we found are as follows.   First, religious commitment does not ha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lso, religion commitment has no relationship with need for achievement, perceived creativ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entrepreneurial parents or friends.  Second,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need for achievement and entrepreneurial parents 
or friends have meaningful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rd, perceived creativity is a full mediation variable between need for 
achievemen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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