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3호 (통권35호)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5 No.3 pp.73-88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을 매개, 유지-행동성향을 조절변수로

송창운 (경기대학교 융합교양대학 교양학부 조교수)*

박주영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창업관련 기존의 연구는 주로 청년과 대학생, 시니어 창업과 관련한 창업의도에 미치는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들과 독립창업, 가맹점 창업, 

소상공인 창업 등 창업형태에서의 창업에 대한 영향관계 연구들이 주류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의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창업의도를 갖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기존 선행연구에서 창업의도에 적용된 선행변수들이 동일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유지행동성

향이 직장인들의 창업의도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높은 직장인은 사회적 자본이 높았으

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이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창업의도 사

이에서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직장생활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자본이 직장인의 창업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가형 마인드셋은 그 자체로만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직장인의 행동성향

이 창업의도에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행동성향이 높은 직장인의 경우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직장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창업연구로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직장인의 창업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며, 단순히 기업

가형 마인드셋이 높다고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성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향후 직장인의 사회적 자본과 

행동성향이 창업연구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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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의 국내외 예측 불가한 경제상황은 기존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 초기창업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에

게 큰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적 여건들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 각국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본격화로 기존의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4)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고용률은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2.0%p로 큰 폭의 하

락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조선비즈(2020. 4)에 따르면 상당수 

대기업들도 경제여건과 기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잇달아 희망

퇴직에 나서 인력 구조조정계획을 갖고 있고, 감원바람이 불

어 닥치면서 대량 실업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연선옥, 2020)
고 한다.
이런 사회·경제적 분위기는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어렵게 만

들고 있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취업중인 직장인들에게도 안

정적인 직장생활이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뉴스1(2020. 1)에 따르면 취업포탈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직장인 1831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이직과 관련한 설문조사’
를 한 결과, 응답자의 87.6%가 첫 직장을 퇴사했다고 답했다

고 한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이미 처음 입사한 회사를 다

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곧 과거와 같은 ‘평생직장’ 개념은 사

실상 사라진 셈(김현기, 2020)이라고 한다. 
직장인들도 근무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소속된 조직의 경영

여건, 급여 수준, 업무불만, 승진 및 승급의 한계, 조기 또는 

명예퇴직, 가족생계 등 개인의 다양한 여건 등으로 재취업 또

는 부업, 창업 등을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취업

의 경우는 모든 퇴직 직장인들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며, 부업

의 경우는 기업의 윤리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어 많은 

퇴직 및 퇴직예정 직장인들은 창업에 대해 심각히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통 20대 중후반부터 50대까지 진행되는 직장생활과정에서 

직장인들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이직 또는 투 잡, 창

업 등을 고려한다. 이 중에서 창업은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

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일자리 부족 및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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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소할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창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보면 창업의도가 창업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또한 해외 

다수의 연구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로 보고, 이들 변수

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창업의도 모형은 창업을 설명하는 

대표적 모형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연구자들에게 창업의도는 

창업을 설명하는 주된 종속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많은 창업의도 관련 연구들이 있었으며 창업의도를 종속변수

로 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창업환경, 기

업가정신, 창업가특성, 사회적 자본, 셀프 리더십, 사회적지지, 
자기결정성 동기 등의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국내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주로 청년과 대학생, 

이미 퇴직한 시니어, 이미 창업한 창업자들로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창업의도를 갖고 있는 20대 후반에서 50대까

지의 직장인들의 창업의도와 선행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청년 또는 대학생들과 직장인들과의 

큰 차별점은 직장인들은 조직생활 및 업무를 통하여 얻게 되

는 개인적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청년기에 창업이 아닌 취업을 선

택해 그 길을 가고 있는 2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창업의도를 

갖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학생, 청년, 시니어 등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변수인 기업가정신 마인드셋과 사회적 자본의 영향

관계가 창업의도를 가진 직장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에서의 업무와 공적 

및 사적으로 연계되는 인간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

본이 개인적 영역인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정하고자 한다. 끝으로, 기업가형 마

인드셋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변수로 행동성향

(Action Orientation)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수립
2.1 이론적 배경

2.1.1 직장인과 기업

직장인은 회사원, 봉급생활자라고도 하며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말이며, 일반적으로 화이트칼라의 직무에 종

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위키백과, 2019). 직장인이 근무하는 직

장은 기업이라고 하고 기업은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분류된다.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공기업은 공

공기관이라 부르고 2019년도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

자 및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

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

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공

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분류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

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분류되며 기타 공기업과 준정부기

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이 있다. 사기업은 대부

분 업종별, 매출별, 자산별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기타 기

술력이 인정되거나 높은 기술력이 바탕 되어 성장과 발전이 

계속되는 기업은 벤처기업, 우량기업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

다. 단순히 기업 규모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하면 소기업, 중

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과 같이 분류되며 소기업과 중기업을 

합하여 중소기업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직장인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이 매년 분기마다 제

공하고 있으며 2019. 9월 기준으로 직장인이라 할 수 있는 임

금근로자는 <표 1>에서와 같이 2,000만 명을 넘어서는 숫자

이며, 정규직에 해당하는 인력도 1,300만 명이 넘는 인원이다.
한국경제(2018)에 의하면 260만 개 이상의 미국 내 기업 설

립자들의 창업 나이는 평균 41.9세이며, 성공한 창업가들은 

46.7세였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공한 창업자들의 직

장경험이 창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업을 도약시

킨 밑거름이 됐다. 따라서 직장인의 창업의도를 살피는 것은 

직장인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유익한 

의미가 있다.

산업별 계 정규직 기타 산업별 계 정규직 기타

제조업 3,946 3,277 669 협회·단체 등 726 480 246

도소매업 2,253 1,547 706 보건·사회복지 2,173 1,195 978

정보통신업 777 648 129 교육·서비스업 1,548 919 629

금융·보험업 761 480 281 기타 7,296 3,826 3,470

공공행정 등 1,079 706 373 총계 20,559 13,078 7,481

※ 자료원 : 국가통계포탈(2018. 8), 산업별 임금근로자 현황 참조 연구자가 정리

<표 1> 산업별 임금근로자 현황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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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기업가형 마인드셋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Entrepreneurial Mindset)에 근간

이 되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정의가 매우 다양하여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매우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다(이춘우, 2019). 미국의 경제학

자 Schumpeter(1934)가 그의 저서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에서 

기업가가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현재의 상품

이나 기술을 파괴한다고 주장한 것을 필두로 다양한 학자들

을 통해 새롭게 정의되면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하는 

Drucker(1985)는 “지난 200여 년 동안 기업가정신을 정의 내

리는 데 있어 매우 혼란스러움을 느낄 정도이다”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선행 연구들은 기업가정신을 연구목적에 따라 각

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Gedeon, 2010 재인용).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관한 문헌 연구들을 보면 경제학, 심

리학, 사회학, 경영학 등에서 정의되어 왔으며 본격적으로 연

구가 이루어졌던 초기에는 경제학적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중 

Schumpeter(1934, 1942)는 기업가정신을 창조적 파괴에 초점을 

맞췄고, Cole(1959)은 이윤 지향적 사업을 주도하고 개발하려

는 목적적인 활동이라고 했다. 그 후 심리학적 관점에서 

McClelland(1961)는 개인의 적절한 위험 도전 성향으로 기업

가정신을 정의했으며, 사회학적 관점서 Hagen(1962)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대응 활동으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했다. 
1970년대 경영학이 학문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영학적 관점에

서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있었으며 Leibenstein(1978)은 기업가

정신을 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조직의 엔트로피를 역전

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했으며, Gartner(1985)는 신조직의 창조

로 정의했고 Stevenson et al.(1989)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원을 뛰어넘는 기회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Drucker(1985)는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은 항상 변화를 탐색하

고 반응하며 기회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Shane & Venkataraman(1997)은 미래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기회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어떤 효과를 가지면서 발견되

고, 평가되어 활용되는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정의했다. 벤

처 기업가정신 측면에서 Timmons(1985)는 실제 아무것도 없

는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건설하는 능력이 인간 

창의적인 실천 행동이라고 정의했고 Hitt et al.(2001)은 이전

에 활용되지 않았던 기회의 발견과 활용을 기업가정신으로 

정의했다. Zacca & Dayan(2017)은 기업가정신을 이윤 지향적

인 사업의 주도와 개발로 정의했다. 
이렇듯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학문에서와 학자들의 주

장과 정의가 있었으나 Miller(1983)는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해 세부적

인 요소로 구분하여 자원을 재분배 또는 재결합하는 활동을 

기업가정신으로 보았다(윤백중, 2011). 이런 기업가정신에 대

한 정의는 오늘날 기업가정신 개념에서 기업가정신 마인드셋

과 관련이 있다. 
Miller(1983)가 제시한 기업가정신 하위요인을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혁신성과 관련해 Schumpeter(1934)는 혁신이란 일상적

인 활동에서 벗어나 모든 인적 및 물적 요소를 새로이 결합

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Drucker(1985)는 혁신성이란 ‘기업가

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롭고 이질적인 것, 새로운 유용한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Morris et al.(2008)은 

혁신성을 모방(Imitation), 지속적(Continuous) 혁신, 역동적으로 

지속적(Dynamically Continuous) 혁신, 불연속적(Discontinuous) 
혁신 등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지속적 혁신과 역동적

으로 지속적 혁신 사이가 가장 위험이 낮으며, 모방이나 불연

속적인 혁신은 위험이 높은 것으로 주장했다. 종합해 볼 때 

혁신성은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기업 또는 조직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김영수, 2019)이며, 창

의적인 실험을 시도하려는 조직의 자발성으로 정의될 수 있

다(김진영, 2019).
진취성과 관련해 Miller(1983)는 진취성이란 새로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가의 미래지

향적인 성향으로 경쟁자들의 반응보다 빨리 시장변화에 앞서

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속성이라고 보았다. Lumpkin & 
Dess(1996)는 진취성이 미래의 기회와 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기업의 경향성을 의미하며, 기업이 시

장기회를 선점하거나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고 주장했다. Covin & Slevin(1990)은 진취적 기업이 다른 기

업들보다 공격적으로 경쟁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취성을 경쟁

자에 대한 경쟁의지와 우월한 성과를 산출하려는 도전적 자

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Lumpkin & Dess, 1996). 
선행연구를 볼 때, 진취성이란 현재 시장 환경의 변화를 주

도하여 경쟁조직에 앞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고 미래지향적 

제품과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조직의 특징(김진영, 2019) 및 

구성원 또는 개인의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다.
위험감수성과 관련해 Sexton & Bowman(1980)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과감히 도전하려는 의지의 정도로써 위험을 즐기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Covin & Slevin(1990)은 위험감

수성이 높은 위험의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경향이며 적극적으

로 기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Dess & Lumpkin(2005)은 성공에 대한 결과의 불확실성에도 

과감하게 실행하는 경향이라고 주장했다. 위험감수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보면 Stewart & Roth(2007)는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위험선호성향은 사업의 창업 및 성과에 긍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인다고 제시했고, Zhao, et al.(2010)은 메타분석 연

구를 통해 위험 감수성이 창업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창

업성과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감수성과 성장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위험감

수성은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 중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전부

터 기업가정신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 되어 왔다. 
정은주․이용진(2019)은 기업가정신 개념을 설명하는 연구들

은 기업가정신 행동(behaviors)과 기업가정신 성향(mindset)을 

구분하며 기업가적 행동은 기회를 찾고, 정의하며, 창출하는 

행동, 변화시도, 문제해결, 자원재조직 등을 포함하고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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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성향(mindset)은 개인의 일반적인 태도 및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 성향(mindset) 지표로 혁신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자율성, 진취성을 들었다. 본 연구에서

는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의 하부요인으로 혁신성, 진취

성, 위험감수성을 사용하였다(Miller 1983). 

2.1.3. 사회적 자본

사회학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어 온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으

로 ‘사회적으로 서로 연결된 사람들 간에 상호 호혜성이라는 

규범에 근거하여 교환되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을 일컫는

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생산요소 

또는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생산수단이라 불리는 전통적 의미

의 자본(capital) 개념을 확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Coleman(1990), Burt(1992), Putnam(1995) 등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개척하는데 기여하였고, 그 이후 사회학을 중심으로 

정치학, 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영수, 
2019). Nahapiet & Ghoshal(1998)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 또는 

개인 단위가 소유하고 있는 관계 연결망 안에 내재 되어 있

고 유용한 잠재적이고 실질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하였다.
Ostrom(2000)은 사회적 자본을 사람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

표를 성취하려는 행동을 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 구조에 결합된 사회관계와 구조로 보았다. Inkpen & 
Tsang(2005)는 네트워크 내의 조직이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로부터 발생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 포함된 자원의 총합

을 의미한다고 봤다.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공동체 내에서 참여와 신뢰는 각자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서로 관계되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이 관계를 설명하는 요소가 바로 사회적 네트워크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원

천으로 사람은 조직구성원이나 개인으로서 사회생활과 조직

생활을 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한다(이수아, 2019). 
Coleman(1988)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

직 등 둘 이상의 연결고리로 형성된 관계로 설명할 수 있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사회적 연결에 내재 되고 창조된다고 하

였다. 이상 내용을 종합할 때 네트워크는 사회적 행동 혹은 

사람들을 연개해 주는 연결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신뢰는 

인지적자본이라 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표현, 해석, 의미 등

을 공유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김형주·전
인호, 2017). Robbins & Judge(2007)는 신뢰란 타인의 말과 행

동, 의사결정에서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긍정

적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신뢰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필

수 요소이면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중요한 요소이며 신뢰

와 약속을 중시하는 인성은 예비창업가에게 매우 중요한 자

질이라 할 수 있다(이수아, 2019). 
규범은 Nahapiet & Ghoshal(1998)에 따르면 인지적 차원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적절히 행동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관계

에 대해 공동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으로 공유된 언어, 

행동양식, 공유된 목표 그리고 공유된 가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강혁(2017)은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서 규범은 개인의 

이기심을 방어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용되며, 또한, 호혜

성에 기초한 공공규범은 사회 구성원 간의 책임 의식을 증진

하여 사회협력의 수준을 상향시킨다고 하였으며 규범은 사회

적지지, 명예 등등 다른 형태의 보상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자기만의 이해관계에 몰입하는 행동을 자제할 수 있

도록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Shane & Venkataraman(2000)은 사

회적 자본이론이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그 이유는 창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자

본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1.4. 유지-행동성향(State-action orientation)

Kuhl(1981)은 행동통제이론(Action-Control Theory)에서 현재 

상태와 예정된 미래 상태 간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대안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는 행동 지향적(action-oriented)인 사람들과 

현재, 과거, 미래 상태에 초점을 두는 상태 지향적

(state-oriented) 사람들을 구분하여 이들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행동 지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상

황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반면, 유지 지향적 사람은 현재

의 상황을 보고 미래의 실패 가능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유양·황윤섭, 2014). 
Bagozzi & Baumgartner(1992)은 사람들의 유지-행동성향의 

차이가 식료품 쇼핑을 위해 소비자가 자체 보고한 쿠폰 사용

과 관련한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어떻게 조절변수로 사용되는

지를 연구하였다. 상태 지향적 성향에 비해 행동 지향적 성향

이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의도를 높게 갖게 한다는 것을 밝혀

냈다. 즉, 상태 지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주관적 규범을 중요

시하고 행동 지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태도에 있어서 중요성

을 증가시켰다. 
Koole & Jostmann(2004)은 보통 업무에 대해 압력을 받을 경

우 행동 지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인지적 통제자원을 신속하

게 동원할 수 있고 자기 암시를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

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하며, 유지 지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압

력을 받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상황을 도피

하는 등 감정을 관리하지 않거나 회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

나 감정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유지 지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행동 지향적 성향의 사람보다도 돋보이는데 이는 유지 지향

적 성향의 사람들이 자아 관리 능력 면에서 행동 지향적 사

람들보다 더욱 잘 발휘된다고 보았다.

2.1.5. 창업의도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

나(Crant, 1996)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Krueger & Brazeal,  
2000)로 정의되며, 기업가정신 분야 내에서 개인적 측면의 연

구이면서 통합된 연구 분야이다(김지혜, 2018). Ajzen & 
Fishbein(1977)은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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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TRB)을 제시하고, 창업의도를 창업과정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과정으로 보았고 의도는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

요한 변수로 보았다. 1980년대 들어와 Shapero & Sokol(1982) 
및 Shapeor(1984) 논문들이 발표되면서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

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Bird(1988)는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를 기존의 조직에 고용되는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고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을 

다루는 마음의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또 창업의도란 창업에 

대한 행동의 이행을 위한 마음의 상태이며 창업의 모든 과정

에 있어 출발 단계로 봤다. Ajzen(1991)은 합리적 행위이론

(TRB)에 지각된 행동통제라는 변수를 추가해 의도를 설명하

는 모형으로 기존 TRB모형을 수정해 TPB를 제시했다. 이 모

형을 통해 의도와 행동은 일치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어떤 의도를 생

성한다고 주장했다. 행동에 대한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

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

을 의미하며 주관적 규범은 지각된 준거집단의 의견을 나타

내는 증거로 봤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내부와 외부의 제약요

인으로 내부통제는 자기효능감과 관련되어 있고 외부통제는 

행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원의 가용성을 말한다.  
Chen et. al.(1998)은 기업가 직업선호도, 창업의도, 성과 등을 

포함한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자기효능의 역할을 규명하였으

며, 창업의도는 기업가와 관리자를 구별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 창업의도는 응답자의 창업에 대한 관심, 
고려, 준비, 노력, 가까운 미래 상황에 대한 입장을 측정변수

로 봤다. Gelderen et al.(2008)은 경영학을 배우는 학부생을 대

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TPB)을 적용하면서 성별, 직장경험, 
부모역할모델, 성격특성 등 추가적 매개변수를 투입해 창업의

도에 대한 영향관계를 경험적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창업의

도를 설명하는 중요 두 가지 변수는 기업가적 조심성

(alertness)과 재정적 안전성(security)으로 나타났다. 
Liñàn & Chen(2009)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 

스페인과 대만에서 창업의도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였

으며, 주관적 규범은 창업태도나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줌으로써 행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Fini, et al.(2012)은 신생 소기업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행

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창업의도와 관련한 해외연구는 계획적 행

동이론 모델에 기반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국내연구에서는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을 퇴직한 시니어, 사

회적 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보고 창

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박남규(2014)는 예비창업자와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강유

미·김재호(2015)는 중장년층의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고 홍진기(2016)는 창업자의 개인특성과 사회적자본이 창

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조영조·이보영(2016)은 

사회적 환경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대학의 창업지원활동과 성공적 역할모델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현선해 외(2016)도 대학생들의 창업

효능감이 창업의도에 강한 영향력을 보여 기존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조영복 외(2018)는 사회적 기업 및 일반

기업 예비 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고, 이수아(2019)는 예비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창업의도를 연구하였다. 
김도현 외(2018)는 2000년 이후 국내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기업가정신 관련 논문을 전수조사 하였고 기업가정신 연구에

서 사용한 변수와 모형을 조사한 결과 빈도순으로 독립변수

로는 창업의지, 창업동기,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 

등 순으로 나타났고, 종속변수로는 창업의도, 창업의지, 창업

동기, 기업가적 동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옥준

우 외(2020)는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도 및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회적 지지가 창업행동에 정

의 영향을 주거나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를 이중매개로 

하여서도 창업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이

렇듯 창업의도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창업을 설명하

는 종속변수로 강력하게 사용되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창업

의도를 갖고 있는 직장인들에 대한 선행변수들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2.2. 가설수립

2.2.1.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사회적자본의 관계

기업가형 마인드셋이라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은 사람들을 

사회, 경제적 세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메커니

즘, 실제 창업의 성공 요인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기기업을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창업가의 준비와 자세

라고 하였고, Covin & Slevin(1990)에 의하면 기업가정신을 혁

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정의(소은영·박성환, 2015)하였

고, 실증연구에서도 현재까지도 변인으로 개념이 널리 활용되

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하위 구성요인인 혁신성은 ‘뛰어난 창

의성으로 끊임없이 일상의 관찰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기업가의 역량’을 의미하고, 진취성은 ‘과
거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는 미래지

향적 역량’을,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과감히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개념화되고 있다(김성환

외, 2015; 노경민·신호균, 2015; 오영미·박성환, 2014; 윤백중, 
2011; Mueller, 2011). 
박지유(2014)는 사회적 자본이 인적, 물적 자본 등과 같은 

전통적 자본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기업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무형의 자본, 즉 사람들 간의 관계에 내

재된 제3의 자본이라고 정의하였고,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

적 자본의 구성요인으로 네트워크(Networks),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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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worthiness), 호혜적 규범(Norms of reciprocity)으로 설명

한다고 하였다(홍진기, 2016).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의 영향 관계를 규명한 연구 중 

안창훈·김선근(2017)은 벤처창업기업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자본과 지

적자본을 매개변수로 보고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 사회적 자

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자본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성희·이경탁(2017)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자본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기업가정신의 영역

을 사회적 기업가로 확장했고 사회적 자본을 구조적 자본, 인

지적 자본, 관계적 자본으로 구분해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

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결과를 얻어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을 규명했다. 이승훈(2017)은 외식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기

업가정신이 사회적 자본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한 결과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입증했다. 
이렇듯 국내 여러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자본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본 연구의 가설을 개발

하는데 있어서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은 중요한 변수들이

다. 이런 선행연구 결과가 창업의도를 갖고 있는 직장인들에

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

설 1을 수립하였다.

가설 1: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은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 사회적 자본과 창업의도의 관계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형성된 내재적 

관계인 사회적 자본은 하나의 자원으로서 직장인의 창업의도

를 높여 줄 수 있는 변수로서 알려져 왔고,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진창현(2015)은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심리적 자본이 청년 창업자의 실행단계인 창

업에 대한 의지와 경영성과를 파악하였는데, 사회적 자본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수아

(2019)는 예비청년창업가들의 사회적 자본과 창업의도와의 관

계에서 창업 자기효능감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검증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자본

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국내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본 연구의 가설을 개발하는데 있

어서 사회적 자본과 창업의도는 중요한 변수들로 고려된다. 
이런 선행연구 결과가 창업의도를 갖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 2
와 가설 3을 수립하였다.

가설 2: 직장인의 사회적 자본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직장인의 사회적 자본은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2.2.3.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창업의도의 관계

기업가정신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선

행변수임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윤지수·현병환

(2019)은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강한 수강생 등을 대상

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준환·김춘광(2018)은 정부지원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참가

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유의하

고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재형(2018)은 

기업가정신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연구됐다. 이렇듯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선행변수로 밝혀지고 있으며 본 연구의 가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선행 연구의 결과가 창업의도를 갖고 있는 직장인

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 4를 수립하였다.

가설 4: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2.4. 유지-행동성향(State-action orientation)

의 조절역할

Kuhl(1978)에 따르면, 행동지향적인 사람들은 미래의 수행에 

대해 적극적인 능동성을 보이는 반면, 상태지향적인 사람들은 

미래의 수행에 대해 수동성을 보인다(김정원, 1992). 또한 

Kuhl(1994)는 행동이 자기조절 능력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유양·황윤섭(2014)에 의하면 계획적 행동이론에 의

해서 태도가 행동에 미칠 것이고 자기 조절효과가 강할수록 

행동 지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게 되

지만 유지 지향적 사람들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많이 받아 

권위적인 명령에 상대적으로 잘 순응하여 행동 지향적 사람

들은 본인 스스로 선택한 일을 더욱 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Bagozzi & Baumgartner(1992)은 쿠폰을 사용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태도 요인과 주관적 규범 요인으로 구

분하고 유지-행동 성향이 어떻게 의도와 행동 간에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유지-행동성향이 의도와 행동 

간에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Jostmann et al.(2005)은 상태 지향적 사람들과 행동 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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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나누고 행동지향성이 잠재적으로 활성화된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자들은 행동 지향성이 기본적으로 정서적 반응의 조절요인이

라고 결론지었다. Song et al.(2006)은 중국에서 실업자인 구직

자들의 샘플을 갖고 계획된 행동이론과 유지-행동 성향 이론

에 관한 가설을 시험했다. 연구결과 행동 지향성은 태도와 의

도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fandiar et 
al.(2019)은 이란의 여러 대학 관광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

각된 바람과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각각 지각된 기회를 매개

로한 창업의도와의 영향관계를 파악했고, 지각된 기회와 창업

의도 사이에 행동성향(Propensity to act)을 조절변수로 투입하

여 그 효과를 측정했으며, 그 결과 행동성향은 조절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선행 연구의 결과와 

같이 창업의도를 갖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도 유지-행동성향이 

동일하게 조절변수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

업가정신이 높은 직장인들이 창업의도를 갖는데 있어 행동성

향이 창업의도를 높이는 조절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하여 다

음과 같이 가설 5를 수립하였다.

가설 5: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높은 직장인들이 행동성향일 

경우 창업의도는 높을 것이다.

2.3. 연구모형

2.3.1 연구모형

앞에서의 이론적 고찰과 가설의 개발에서 대학생 및 예비창

업자, 중견시니어 창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사회적 자본, 유지-행동성향, 창업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언

급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 기

업가정신과 창업의도, 사회적 자본과 창업의도의 기존 연구에

서의 영향관계를 연구하였으며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유지-행
동성향이 조절변수로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이들 각 구성개념

들의 세부 구성요인을 볼 때, 기업가정신은 혁신성, 창의성, 
위험감수성이 많은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음을 확

인하였고,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신뢰, 호혜적 규범 등이 

세부 하위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이론연

구를 바탕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형 마인드셋을 

혁신성, 신뢰성, 위험감수성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자본은 네

트워크와 신뢰, 호혜적 규범으로 구성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행동성향이 선행연구에서와 같

이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창업의도 사이를 조절하는가에 초점

을 맞춰 <그림 1>과 같은 연구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설

정은 이론적 고찰 결과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되

며 연구가설 도출과 연구모형 탐색에 유용한 연구의 개념적 

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일반적으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공통된 정의를 

찾아보기 힘들고(김영수, 2019) 국내 선행연구들은 기업가정

신 마인드셋을 기업가정신의 구성개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마인드셋 구성개념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와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의 기업가정신으로 분

리하여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

인드셋은 직장인들이 예비창업자일 것으로 간주되므로 박남

규(2014)의 연구에서 제시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

업가정신의 구성요인인 혁신성(5문항), 진취성(5문항), 위험감

수성(3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성요인 중 

혁신성은 직장인들이 뛰어난 창의성으로 끊임없이 일상의 관

찰을 통해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Miller(1983)와 조병근(2013)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직장인

들이 과거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역량으로 정의되는 진취성과 불확실한 상황 속에

서 과감히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되는 위험

감수성은 Gartner(1985)의 정의를 바탕으로 연구에 맞게 재구

성했다. 
직장인의 사회적 자본은 직장인이 창업 시 상호신뢰를 바탕

으로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본인의 창업을 공감해 

주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며 홍진기(2016)는 연구

에서 네트워크(4문항)와 규범(2문항)으로 제시한 사회적 자본

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Nahapiet & 
Ghoshal(1998)의 정의를 바탕으로 연구에 맞게 재구성되었다. 
직장인 개개인의 개성에 따른 유지성향과 행동성향을 측정

하기 위하여 행동성향은 Kuhl(1985)이 제시한 Decision-related 
State-versus Action-Orientation Scale을 사용했다. 이 스케일은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수를 코딩할 때 안정 지향

적 성향은 0으로 코딩하고 행동 지향적 성향은 1로 코딩하여 

각 응답자의 점수를 더한 것을 근거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

다. 본 연구에서는 각 표본이 응답한 20개의 문항들 점수를 

더해서 표본들의 평균을 구해 평균보다 높은 응답자들을 행

동 지향적 성향으로 분류하고 평균보다 낮은 응답자들은 상

태 지향적 성향으로 분류해 두 집단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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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도는 직장인이 미래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

지 혹은 가능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hen et. al.(1998)
의 구성개념 즉, 창업에 대한 관심, 고려, 준비, 노력, 가까운 

미래 상황 등을 묻는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리

커트 5점 척도로 측정했다.

Ⅲ. 실증연구

3.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수도권 소재 공기업과 중소기업이

상 사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창업의도에 관심을 보이는 직

장인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판단 

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09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일관성이 없이 대답

한 8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201부를 분석하

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포는 <표 2>에 제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 201명 중  사기업 직장인이 76.6%, 공
기업 직장인이 23.4%로 나타났고 직장 근무 연수를 보면 5년 

미만이 26.4%, 5년에서 10년 미만이 15.4%,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6.9%, 15년에서 20년 미만이 15.9%, 20년 이상이 

25.4%로 나타났다. 

항목 구분 빈도 % 항목 구분 빈도 %

성별
남 153 76.1

연령

20대 34 16.9

여 48 23.9 30대 63 31.3

직업
사기업 154 76.6 40대 55 27.4

공기업 47 23.4 50대 이상 49 24.4

직장
연한

5년 미만 53 26.4

학력

고졸이하 3 1.5

5-10년 31 15.4 전문대졸업 6 3.0

10-15년 34 16.9 대학졸업 121 60.2

15-20년 32 15.9 대학원이상 71 35.3

20년 이상 51 25.4 계 201 100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Statistics 22를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신

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측정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았다. 각 변인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산출하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집중타당도(AVE, CR)를 

알아보기 위해 AMOS 21을 활용하였으며, 각 측정도구들의 

연구모형 상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v3.4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에서 유의수준 α

는 0.05이다. 

3.2.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샘플의 적정성

을 검사하기 위해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의 KMO 표본 적합도는 모두 0.7이상

이었으며, Barttett 구형성 검증도 모두 p=.000의 수준에서 유

의하여 정규성이 확보되어 요인분석의 가정을 모두 만족하였

다. 척도의 요인분석은 베리맥스 회전방식으로 고유 값 1이상

의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측정도구 문항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6요인 Cronbach's α

사
회
적
자
본

네트워크1
네트워크2
네트워크3
네트워크4

.762

.805

.683

.557

.703

규범1
규범2

.806

.788
.662

기
업
가

혁신성1
혁신성2
혁신성4

.805

.783

.719
.728

<표 3> 측정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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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측정도구의 상관관계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와 집중타당도를 나타내는 AVE, CR값

을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3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공차한계

(Tolerance limit) 및 분산팽창계수(KIF)를 살펴 본 결과 공차한

계가 .10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는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

나 주요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

구의 집중타당도를 살펴보는 AVE(평균분산추출)값은 통상적

으로 .5이상일 때 측정도구가 관측변인과 타당한 관련이 있다

고 보는데 관측변인이 측정도구를 50%이상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R(개념신뢰도)값 역시 집중타당도를 살

펴보는 방법으로 .7이상일 때 집중타당도가 양호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AVE 및 CR은 모두 관련 조건을 만족

하고 있어 측정도구의 집중타당도는 양호하다. 

1 2 3 AVE CR

1. 기업가형 마인드셋 1 .6174 .8249

2. 사회적 자본 .212** 1 .7129 .8305

3. 창업의도 .196** .283** 1 .7138 .9085

**p<0.05

<표 4> 측정도구(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3.4. 회귀분석 결과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사회

적 자본의 매개효과와 유지-행동성향의 조절효과, 통제변수로 

직장인의 근속연수를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 3.4를 

이용하여 Model 5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5>와 

같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 사회적 자본 종속변수 : 창업의도

계수 95% CI 계수 95% CI

기업가형 마인드셋 (a) .2410** ( .0860 .3960) - .0225 (- .3621 .3170)

사회적 자본(b) .3899*** ( .1737 .6062)

유지_행동성향d(c) -2.1679** (-4.0192 -.3165)

기업가형 마인드셋(a) ×
유지_행동성향d(c)

.5777** ( .0910 1.0645)

R2=.0451, F=9.4008, p=.0025 R2=.1241, F=6.9423, p=.0000

a×b (간접효과) .0940** ( .0910 1.0645) .2410×.3899

총효과 .0715 직접효과(-.0225)+간접효과(.0940)

** p<0.05 *** p<0.000

<표 5>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와 유지_행동성향의 조절효과

형
마
인
드
셋

진취성1
진취성4
진취성5

.660

.826

.842
.721

위험감수성1
위험감수성2
위험감수성3

.756

.832

.749
.753

창
업
의
도

창업의도2
창업의도3
창업의도4
창업의도5

.802

.889

.827

.870

.876

고유치(Eigen Value) 4.402 2.629 2.205 1.310 1.231 1.067

설명된 변량(Percentage of Variance) 23.169 13.836 11.606 6.895 6.481 5.615

누적변량 (Cumulative Percentage) 23.169 37.005 48.610 55.505 61.986 6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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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

향을 보면 모형은 F값이 9.4008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25). 독립변수인 기업가형 마인드셋의 비표준화 회귀계

수는 .241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25). 다음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간접효과 유의성에서는 모형의 F
값이 6.9423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0). 기업가형 마인

드셋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0225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

지만(p=.8961)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는 .3899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p=.0005) 연구모형에서의 

매개모형은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 가설 3은 채택되었고, 가설 4는 기각되었다.

<그림 2> 통계분석 결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매개효과에서 직

접효과는 -.0225이고 간접효과는 .0940이다. 간접효과 .0940의 

의미는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한 단위 더 큰 직장인의 창업의

도는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한 단위 더 작은 직장인의 창업의

도보다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0940만큼 더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총 효과는 .0715이며 간접효과인 .0940은 기

업가형 마인드셋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2410과 사회

적 자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3899를 곱한 값으로 산출

된다. 즉,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효과 

.2410은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한 단위 더 큰 직장인이 사회적 

자본이 .2410 만큼 더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주며, 동일한 기

업가형 마인드셋을 가지면서 사회적 자본이 한 단위 더 큰 

직장인이 .3899만큼 창업의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

미하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매개효과에서 주 관심사인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간접효과 .0940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PROCESS Macro에서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

지 않아야 간접효과가 α=0.05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할 수 있

으며, 본 연구의 매개효과에서 간접효과는 하한 값이 .0910이
고 상한 값이 1.0645이므로 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을 포

함하고 있지 않다.

3.4.2. 유지-행동성향의 조절효과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유지-행동성향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상호작용 항 변수계산을 하지 않았으며, 분석 모델의 설명력

은 F값이 6.9423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0). 
독립변수인 기업가형 마인드셋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0225이나 유의하지 않았다(p=.8961). 조절변수인 유지_행동

성향의 변수는 유지성향을 0, 행동성향을 1로 더미변수 처리

했으며, 행동성향의 경우는 –2.0041로 유의했다(p=.0251).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유지-행동성향을 곱한 상호작용 변수

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그림 2>에 표시된 바와 같이 .5777
로 유의(p=.0202)했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유지-행동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Johnson- 

Neyman분석을 추가로 실시해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보면 <그

림 3>과 같다.

창
업
의
도

유지_행동 
성향

ο 1.00
행동성향
ο  .00

유지성향

기업가형 마인드셋

<그림 3> 조절효과 그래프

유지-행동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는 기업가형 마인드셋

이 낮을 때에는 유지성향의 직장인이 행동성향의 직장인보다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지성향의 경우 더미변

수가 0으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행동성향

의 경우에는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2.1679로 유의하였고

(p=.0220)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행동성향의 상호작용 변수가 

.5777로 유의(p=.0202)하여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높아짐에 따

라 행동성향의 직장인이 창업의도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즉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높은 직장인들이 행동성향일 경우 높은 

창업의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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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론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사회적 자

본을 매개변수로, 유지-행동 성향을 조절변수로 투입해 창업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연구결과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은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자본은 직장인의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았다. 다만 기업가

형 마인드셋이 창업의도를 갖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창업의

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인

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직

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행동성향을 조절변수로 할 때에

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해외 선행연구들에서도 행동성향은 대표적인 조절변수로 밝

혀져(Bagozzi & Baumgartner, 1992; Jostmann et al., 2005; Song 
et al., 2006)있어, 본 연구에서도 행동성향을 독립변수인 기업

가형 마인드셋의 조절변수로 투입해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

과 선행연구들과 같은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가정신 마인드셋이 사회적 자본은 매개로 창업의도

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에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창

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행동성향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

라는 가설을 채택했고, 이를 직장인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

이 기존연구와 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창업모델연구

에서 종속변수로서 사용된 창업의도는 본 연구에서도 종속변

수로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창업의도는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실제 창업에 대한 관심과 준비, 노력 등을 물

어 봄으로서 실제적으로 직장인이 창업에 대한 의사를 구체

적으로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선행변수들의 영향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직장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 첫째,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을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온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직장인

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은 그 자체로 직장인의 창업의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기업가형 마인드셋은 사

회적 자본의 매개를 통해서 창업의도를 갖게 된다. 셋째, 개

인의 행동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

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기존 대부분의 연구가 대학생과 시니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의도 연구였음에 착안하고 청년기를 지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며 창업이 아닌 직장을 선택

한 직장인들의 창업의도와 선행변수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

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직장

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변수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

를 고려하지 못했고, 환경영향 변수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서 영향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변수통제를 연구설계에 반영하

지 못했다. 둘째, 직장인들의 창업은 직장 배경과 경험분야에 

따라 창업의도가 기회추구형 창업의도, 생계형 창업의도 등으

로 세분화될 수 있음에도 직장인의 구분과 이에 따른 세분화

된 창업의도를 구분치 않고 직장인과 창업의도를 일반화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인 직장인들 중 상당수가 

현실적으로 창업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창업의도에 관심이 

없는 직장인들이 많아, 창업의도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을 찾

아 조사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표본추출방법 상 한계가 있

었다. 넷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형 마인드셋과 창업

의도의 영향관계에서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추가적인 연구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의도 연구에서 

창업의도를 갖는 직장인과 창업의도를 갖지 않는 직장인을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

수들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직장배경과 경험을 세분화하여 분리하고 이에 따른 

유형별 창업의도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

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과 경쟁력과 능

력을 기반으로 한 사기업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창업과 재취업 의도를 놓고 직장인들의 선행변수 관계를 살

펴보는 것의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직장인들의 근

속연수 또는 연령에 따라 창업의도가 다를 수 있음을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기 창업한 창업가들과 직장인들을 

비교한 창업관련 변수를 규명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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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jority of previous research on start-ups consist of research on leading variables that affec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related 
to start-ups established by young people, college students or senior citizens, and the influencing relationships regarding start-ups in the 
sense of their form such as independent start-ups, franchising start-ups, small business start-ups, etc. It is difficult to find research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argeting office worker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question of how office workers’ entrepreneurial mindset 
affects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 and moderating role of state-action orientation. We use 
survey data to empirically tes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in question. This study finds the presence of the positive effect of 
entrepreneurial mindset on social capital that significantly promotes entrepreneurial intention, demonstrating mediating role of social 
capital. We understand the existence of moderator, action state, showing that entrepreneurial intention is affected by interaction of 
entrepreneurial mindset and action state, not entrepreneurial mindset alone. We propose som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list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Keywords: Entrepreneurial mindset, Social Capital, State Orientation, Action Orientation, Office Worker, Entrepreneurial Intention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Liberal Arts, Kyonggi University, scw9876@kyonggi.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Soongsil University, jpark@ss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