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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충남 천안⋅아산에 소재한 대학교로 창업교육 유 경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총 84부를 분석자료

로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인 창업교육 경험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

의 창업교육이 창업의도 간의 상관관계는 성취욕구와 자기효능감(.659), 창의력과 자기효능감(.499), 창의력과 성취욕구

(.588)는 p<.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창업교육의 하위요인인 교육만족도가 창업의도의 하위영역인 성

취욕구,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의력은 창업의도의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모

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창의력은 성취욕구에 β 값은 .603, R2은 35.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창의력이 자기효능감에 β 값은 .493, 창의력과 자기효능감의 R2은 25.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주제어 : 창업교육, 창업의도, 학업 적응력, 창의력,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Abstract  A total of 84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for students with experience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Cheonan-Asan, Chungnam provi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experience of 
founding education,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on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As a 
result, firs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intention of incubation of college students and the intention of 
incubation. Significantly at the level. Second, education satisfaction, which is a subordinate factor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chievement desire and self-efficacy, which are subdomains of 
entrepreneurship intention. Third, creativit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the desire for 
achievement and self-efficacy of intention, and creativity showed explanatory power of .603 and 35.1% for R2. 
The value of .493 and R2 of creativity and self-efficacy are 25.5%.

Key Words :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tention to start, Education satisfaction, creativity, desire to achieve,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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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는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으로 제조

업 뿐만 아니라 통 산업에도 IT 시스템을 결합하여 

지능형으로 진화시켜 나가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에 

해당하는 자동화 생산라인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목

시키고, 서비스인터넷(IoS) 해당하는 ERP, PLM, MES등

을 물리 인 가상공간(CPS)에서 연결하여 방향으로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하면서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의 주요 강국들은 고령화, 노동력 

감소 등 노동기반의 약화에 따라 경쟁력 확보 노력을 하

고 있다(진성옥, 2017). 이에 학에서도 창업 강좌를 개

설하여 학 재학생  졸업생들의 취업난에 한 안

으로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의 각종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의 4년제 

학  문 학에서 창업교육이 활성화되고,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 자  지원  창업 공간지원 등 다양한 사업

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비 창업자나 기존 창업자

의 사업 성공을 한 체계 인 창업교육의 심과 요

성으로 창업 활성화를 해 노력하고 있다(허선  외 2, 

2017). 

학 내 창업 친화  분 기가 조성되면서 학생 창업

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벤처기업

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학 창업 통계 조사 결과

에 따르면 2017년 학생 창업수는 년 비 26.2% 증가

한 1,191 개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창출한 매출  고용

은 년 비 각각 40.5%, 12% 증가했다. 이는 창업 친

화  학사제도 정착  창업 강좌 등의 증가로 학 내 

학생 창업을 지원하는 인 라와 분 기가 조성 기 때문

이라는 분석이다.  창업 강좌를 운 하는 학은 313

개로 년과 동일했으나 강좌 수는 1만1828개로 년

비 13.1% 증가했으며 수강인원 역시 년 비 6.3% 증

가한 41만33명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벤처스퀘어,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창업교육 경험에 

한 반 인 분석을 바탕으로 창업교육을 포함한 창업인

재 양성 반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충남 천안⋅아산에 치한 학 내 창업교육 경험

에 한정하여 연구 분석하고, 학의 창업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학생의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상

계는 어떠한가?

둘째, 창업교육의 하 요인인 교육만족도가 창업의도

에 미치는 향은 무엇인가?

셋째, 창업교육의 하 요인인 창의력이 창업의도에 미

치는 향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창조해 가는 일련

의 과정을 말한다.

사  정의는 “사업 따 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

함”을 말하며 법률 으로는 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 하는 것이다. ｢ 소기업창업지원법｣ 제조에 

의하면 학문 으로는 인 ⋅물 경 자원을 히 결합

하여 미리 설정된 기업목 을 달성하기 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생산 매하거나 그와 부수 된 활동을 수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무 인 으로 보면 개인

는 집단이 자신의 책임 하에 돈과 사람을 동원하여 새

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곧 창업이다(육창환, 2015)

창업교육은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 으로 운 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정석, 태도, 가치  등을 가르쳐주는 

교육이며, 실제 미래의 창업을 비하기 한 교육과 잠

재  근로자로서 경 지식, 태도, 가치 을 함양하는 기

업가 정신 함양을 포함하는 포  개념이라고 정의한

다. 창업교육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미국이지

만 창업교육의 응용된 형태로 강의가 처음 개설된 것은 

1938년 일본의 고베 학이다(McMullan andlong, 1987). 

미국에서는 1953년 이 에 일리노이 학에서만 사업론, 

는 창업개발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으며, 1958년 South 

Dakota 학에서 이와 보우만(Bowmann)이 최 로 본격

인 창업과목인 창업(Entrepreneurship)을 개설한 이후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미국 학의 수는 꾸 히 증가하

여, 1967년 8개 학교에서 개설되어 교육을 실시하 다

(남 , 2011).

교육 만족도를 학생의 교육 경험에 의한 주 인 상

황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정의 하 으며, 교육서비스의 

개념과 교육 결과의 특성으로 일반 상품의 만족도와 다

르기에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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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교육 만족도 연구는 학환경과 교육결과, 학교생활

과 행정서비스 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 하 다(박유정, 2018). , 개인차원에서도 삶의 질 향

상과 학습욕구 충족, 취업과 경제사회활동에 필요한 능

력을 높이는데 있어 학교육은 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이재한 외 2, 2017). 

창의력이란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여러 상태나 문제

를 새롭고 특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고능력이나 

사고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요소들로부터 새롭

고 독창 이며 유용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생각을 만들

어 내어 발 시키는 기 가 되는 사고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박미나, 2010).

성취욕구needforachievement)란 목표로 설정하고 있

는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맥클 랜드

D.McClelland)에 의하면,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목표

설정을 요시하고 모험성을 시하여 항상 도 인 목

표를 설정하며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성향을 가진다고 

한다(홍정표, 2015).

자기효능감은 개인행동에 향을 미치는데, 높은 수

의 자기효능감을 가진 개인은 필요한 과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며, 향후 상황을 주도 으로 처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 능력에 한 자신감이 

있는 개인일수록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 활용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창업 역시 기회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창업과 련된 다

양한 행동과 의사결정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이

보욱, 2018). 즉, 강한 자기효능감은 창업에 매우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컨  불확실한 

창업 문에서 끊임없이 닥쳐오는 기와 역경이 있더라

도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신의 능력에 한 강한 자신감

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기상황에 보다 극 으로 

처하고 사소한 기 상황에도 좌 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홍정표, 2015).

3. 선행연구

학생의 개인 특성인 교육만족도, 창의력과 창업의

도에 미치는 성취욕구, 자기효능감에 한 기존 문헌 연

구를 토 로 선행연구를 고찰하 다.

김유신.성창수.박주연(2018)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

향 계와 창업의도 해 학생들은 당장 창업을 고려

하지는 않지만 향후 언젠가는 창업을 할 생각이라고 응

답하 고, 이러한 이유는 학생신분으로써 사회경험을 하

지 못하는 것에 한 두려움과 충분한 창업 비 역량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이에 창업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험감수성에 

한 자신감을 키워주는 교육과 함께 공학  지식을 기

반으로 사업화로 연계되는 아이디어개발  검증할 수 

있는 교육  기 창업자 에 한 정보제공과 련 

문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이보욱(2018)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의지인 창업탐색

활동은 창업지원제도, 네트워크, 경기상황, 험선호에서 

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성취욕구와 신성은 

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체 운 의지

는 성취욕구, 신성, 경기상황, 험선호에서 향을 받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의 사업

체운 의지, 창업가치인지, 창업탐색활동, 창업선호도의 

요인에서 반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수진(2015)은 창업교육이 개인  특성과 창업의도 

사이에 미치는 조 효과는 부분 으로 유의한 것으로 

악되었다. 특히 개인  특성의 하 요인  지각된 욕구

와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 사이에서 창업교육의 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도

를 증가시키는 데 부분 으로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다.

박미나(2010)는 일반 특성에 따른 창의력의 차이에 

한 연구에서 학년에 따라 창의력에 차이가 있는가를 

악한 결과 상상력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F=3.02,p<.05). 특히 4학년M=3.59), 

3학년M=3.37),2학년M=3.35), 1학년M=3.26) 순으로 학년

이 높을수록 상상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성이란 어려서 보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험이 증가하게 되면 창의성이  더 발달하게 된다

고 하 다.

홍정표(2015)는 응답한 부분의 학생이 창업에 한 

의지가 보통정도 수 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자기효

능감이 지나치게 높은 학생은 창업의지에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객 이지 않고 스스로를 과 평가하는 

것이 창업의지에 하여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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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그러나 모험심이나 리더십, 아이디어가 풍부

한 학생이 창업에 한 두려움이 덜하고 창업을 선택하

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박제황.김용태(2009)는 창업교육에 한 만족도는 창

업의지  창업Skill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고 있

으며, 창업교육 만족도는 참여 동기보다 창업의지와 창

업skill에 더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

스러운 창업교육이 매우 요하며 이를 하여 창업교육

방법, 교육내용, 교수, 창업교육환경 등에서 체계 이고 

문 인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는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창의 인 창업교육을 통

하여 비 된 창업 인재가 창업에 도  할 수 있도록 창

업교육 경험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모형

을 제안하 다.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4.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학생의 개인 특성인 창업교육 경험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는 것이 연

구의 목 이다. 이에 이론  고찰을 토 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

독립변인은 창업교육 경험의 하 요인으로 학업만족

도, 창의력이며 종속변인은 창업의도의 하 요인으로 성

취욕구, 자기효능감을 설정하 다.

[그림 1] Research Model

4.2 연구의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창업 련 교육을 1회 이상 수강한 충남 

천안⋅아산에 치한 학교에 재학생을 상으로 2019

년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설문지 105부를 배포하

으며, 그  회수 된 설문지  응답 부 격 설문지를 

제외한 총 84부에 해 분석자료로 사용하 다. 

설문문항은 응답자의 일반  특성 5문항, 교육만족도 

16문항, 창의력 6문항, 성취욕구 10문항, 자기효능감 9문

항으로 총 46문항으로 구성하 다.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분석, 상 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5.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상자는 충남 천안⋅아산에 소재한 학의 재학

생으로 창업교육 유경험자를 상으로 조사하 다.

조사 상자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Spec. N %

성별
남자 29 34.5

여자 55 65.5

학년

1학년 15 17.9

2학년 37 44.0

3학년 20 23.8

4학년 12 14.3

학 공

인문 13 15.5

상경 27 32.1

공과 29 34.5

자연계 10 11.9

⋅체능 5 6.0

공
만족도

매우불만족 4 4.8

불만족 7 8.3

보통 32 38.1

만족 28 33.3

매우만족 13 15.5

심 업종

제조업 7 8.3

IT분야 22 26.2

서비스업 36 42.9

유통업 18 21.4

기타 1 1.2

<표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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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 남자 34.5%, 여자 65.5%로 나타났고, 학년은 1

학년 17.9%, 2학년 44%, 3학년 23.8%, 4학년 14.3%이며, 

학 공은 인문  15.5%, 상경  32.1%, 공과  34.5%, 

자연  11.9%, .체능  6%로 나타났으며, 심업종으

로는 제조업 8.3%, IT분야 26.2%, 서비스업 42.9%, 유통

업 21.4%, 기타 1.2%로 분석 되었다. 

5.2 요인분석

학생의 창업교육 경험이 창업의도에 한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46문항에서 26문항을 요인 재값을 통

해 차원 감소하여 최종 10문항(자기효능감4, 자기효능감

6, 자기효능감5, 자기효능감7, 성취욕구1, 성취욕구9, 창

의력3, 창의력4, 교육만족도9, 교육만족도10)을 사용하

으며, 4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추출 된 요인 재 값이 82.542%로 설명력은 매우 높

게 나타났으며, KMO 측도도 .727로 높게 나타났고,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 p=.000로 타당성 검

증이 확인 되었다. 

변수
자기
효능감

성취
욕구

창의력
교육
만족도

요인1

자기효능감4 .855 .027 .288 .027

자기효능감6 .844 .275 .134 .008

자기효능감5 .769 .439 .052 .104

자기효능감7 .748 .470 .228 .064

요인2
성취욕구1 .308 .802 .196 0.28

성취욕구9 .282 .760 .338 -.040

요인3
창의력3 .200 .165 .908 .056

창의력4 .236 .374 .827 .161

요인4
교육만족도9 -.035 -.059 .036 .906

교육만족도10 .130 .081 .115 .886

Eigen Value 2.881 1.888 1.832 1.653

Variance(%) 28.812 47.687 66.011 82.542

KMO-Bartlett .727 / 529.272***

***p<.001

<표 2> 요인분석

5.3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별 항목의 자기효능

감 .902, 창의력 .877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교육만족도 .768, 성취욕구 .727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수 Cronbach의 알

자기효능감 .902

성취욕구 .727

창의력 .877

교육만족도 .768

<표 3> 신뢰도분석

5.4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상 분석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상 분석 결과, 성취욕구와 자기효능감(.659), 창의력

과 자기효능감(.499), 창의력과 성취욕구(.588)는 p<.01 

유의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변수들 간의 상 계가 

0.4이상으로 다소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러나 교육만족도와 자기효능감(.127), 교육만족도

와 성취욕구(.050), 교육만족도와 창의력(.203)은 변수들 

간의 상 계가 없는 것으로 악 되었다.

Categories M SD

Correlation

자기
효능감

성취
요구

창의력
교육
만족도

자기효능감 3.07 .546 1

성취욕구 3.04 .626 .659** 1

창의력 2.93 .897 .499** .588** 1

교육만족도 2.55 .698 .127 .050 .203 1

**p<.01

<표 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5.5 회귀분석

다 회귀분석 결과, 교육만족도는 성취욕구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의력은 창업

의도의 하 역인 성취욕구에 β 값은 .603, p<.01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 계수는 .593

으로 나타났고, R2은 35.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즉, 

창업의도에 미치는 향은 개인 인 특성인 창의력이 풍

부한 학생이 어떤 일이나 문제해결을 해 다양한 시도

를 통해 원하는 일에 한 계획을 세우고 달성하려고 하

는 성취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만족도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의력은 자기효능감에 β 값은 

.493, p<.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인 창업교육 경험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66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019 Jul; 4(2): 61-67

창의력과 자기효능감의 상 계 계수는 .500으로 나타

났고, R2은 25.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즉, 창의 인 

것은 수업에 유리하며, 창업교육 후 창업성공에 한 자

신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단된다. 

Durbin-Watson 값이 종속변수 성취욕구 (1.472), 자

기효능감(1.887)로 나타났으며, 잔차들 간의 독립성에 문

제가 없으며, 변인들 간의 공차한계가 .959로 0.1이상  

분산팽창요인(VIF)이 10 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에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ndependent Dependent β t R2 F VIF

교육만족도 성취
욕구

-.072 -.791
.351 21.928**

1.043

창의력 .603 6.599** 1.043

교육만족도 자기
효능감

.027 .277
.250 13.476**

1.043

창의력 .493 5.021** 1.043

**p<.01, ***p<.001

<표 5> 다중회귀분석

6. 결론

본 연구는 충남 천안.아산에 소재한 학을 심으로 

창업교육 경험이 있는 재학생을 상으로 실증분석을 실

시하 다.

연구 분석결과, 첫째, 학생의 창업교육이 창업의도 

간의 상 계는 성취욕구와 자기효능감(.659), 창의력과 

자기효능감(.499), 창의력과 성취욕구(.588)는 p<.01 유의

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의 상 계가 

0.4이상으로 다소 높은 상 계가 있었다. 

둘째, 창업교육의 하 요인인 교육만족도가 창업의도

의 하 역인 성취욕구,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신.성창수.박주연

(2018)의 선행연구와 같이 학생신분으로써 사회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에 한 두려움과 충분한 창업 비 역량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

났고. 이에 창업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험감수성에 

한 자신감을 키워주는 교육  창업정보 제공과 련 

된 문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창업교육의 하 요인인 창의력이 창업의도의 하

역인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모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창의력은 성취욕구에 β 값

은 .603, p<.01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고, R2은 35.1%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창의력이 

자기효능감에 β 값은 .493, p<.01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력과 자기효능감의 R2은 

25.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충남 천안.아산 소재한 학으로 한정된 

상과 사회경험과 창업에 한 경험이 부족한 학생을 

상으로 연구하 기에 일반화하기에 한계 이 있다. 이

와 같은 한계 에 해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학의 창

업 교육지원, 정부지원정책에 한 창업의지에 향을 

주는 보완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 청년 고용률 제고

를 해서라도 창업교육과 창업에 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상으로 지속 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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