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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창업가의 개인 특성이 창업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많은 것에 비하여 이에 대한 내재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이 창업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창업 태

도와 인지된 행동 통제를 매개로 하여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창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를 형성하는 개인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233명의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계획된 행동 이론을 기반으로 창업 태도와 인지된 행동 통제를 창업 의도를 형성

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설정하고, 잠재적인 창업자의 개인 특성 요인들(리더십, 계획성, 혁신성, 사회성)이 두 변수를 매개로 창업 의도를 형

성시킨다는 가설과 모형을 구성하여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대학생의 경우 창업 태도와 인지된 행동 통제가 창업 의도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선행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특

성 요인 중 리더십과 혁신성은 창업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리더십과 계획성은 인지된 행동 통제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과적으로 리더십은 창업 태도와 인지된 행동 통제를 매개로 창업 의도를 형성하며, 혁신성은 창업 태도, 그리고 계획성은 인지된 

행동 통제를 매개로 창업 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잠재적인 창업자로서 중국 대학생에 대한 창업 교육을 수

행하는 경우 리더십, 혁신성, 계획성의 요소를 강조하는 창업 교육이 필요하며 잠재적인 창업자의 선택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인적 특질로 위의 세 요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창업 태도, 인지된 행동 통제, 창업 의도, 개인적 특성 요인, 리더십, 계획성, 혁신성, 사회성, 중국 대학생

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창업은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활동으로 성공적인 창업 활성

화는 경제발전과 취업난을 해소하는 핵심적 방안으로 인식되

고 있다. 창업은 조직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일정기

간에 걸친 계획적이고 의도가 있는 행동을 통하여 진행된다

(Bird, 1988). 창업은 시장의 기회를 식별하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완성하여 가는 복잡한 과정이며, 이

러한 과정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창업자의 역할은 매

우 중요하다(욱의홍, 2001). 창업자는 이제까지 파악되지 않은 

시장의 기회를 발견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민감자’로서

(Kirzner, 1997), 희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자원을 활

용해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Casson, 1982). 
특히 창업자는 비창업자나 관리자와는 달리 성실한 품격, 강

인한 참을성, 적극적인 태도, 미래의 위험성을 감당하는 능력

을 갖춘 개인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등가익,  2006).
다양한 개인적 특성 요인 중 어떤 특성이 창업 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가(Lv, 2014), 개인 특성 이외의 중요한 원

인 변수는 무엇인가(Wang, 2015) 등 창업 및 관련 분야에 대

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창업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관련하여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창업 태도, 개인의 인지된 자기 효능감 등의 개념이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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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Wang, 2015).  
기존의 창업 의도에 대한 연구들이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였지만, 창업자 개인의 내재된 

심리적 영향 요인인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자의 내

적 메커니즘의 인과적 경로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부족한 상

황이다. 특히 경제 발전기에 접어든 중국의 경우 새로운 스타

트업 기업들이 끊임없이 창업되어 중국 경제의 활성화에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개인 특성이 창업 의도와 어떠한 관

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Zhou, 2014). 
2014년 중국 정부는 관계부처 통합 '대학생창업유도계획'을 

통해 2014~2017년 동안 80만명의 대학생 창업을 유도하기 위

한 시책을 발표하는 등 미래 창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

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이 창업 생태계의 핵

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중국 인민대가 발표한 '2017 중국대학

생창업보고'에 따르면 창업 의향이 있는 대학생의 비율이 

89.8%에 이르고 있다. 실제 2018년 중국 대학 졸업생 중 창업

자의 수는 약 63.7만 명으로 전체 대학 졸업자의 8.0%를 차지

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9). 
따라서 중국의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의 창업과 관련된 일

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창

업 연구와 이론에 근거하여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와 관

련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과 창

업 의도의 인과 모형을 기반으로 창업자의 심리적인 요인인 

인지된 행동 통제와 창업 태도의 매개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 가설

2.1 계획된 행동으로서의 창업 의도

Ajzen(1991, 2001)은 의도를 주어진 행위를 하는데 대한 준

비된 정도로 정의하고, 의도가 행위의 가장 효과적인 예측변

수라고 하였다. 창업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창업 

의도는 창업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창업자의 적극적인 행

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Bird, 1988). Krueger et al.(2000)
은 창업 의도를 지닌 사람만이 잠재적인 창업자일 수 있으며, 
창업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창업 활동이 발생하여 창

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Fayolle & Gailly(2004)는 

창업 의도가 창업 행위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전단계이고, 창

업 의도는 실제 기업을 창업하는 행위의 가장 좋은 예측변수

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rueger et al.(2000)의 연구에서와 

같이 창업 의도를 (잠재적)창업자의 창업 활동에 대한 흥미 

정도, 주관적인 태도 및 창업 활동을 전개하고 지속하는 데 

필요한 능력 및 준비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창업 의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Ajzen의 계획된 행동 이론

(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다

(ex. Schlaegel & Koenig, 2014). 이 모델에서는 태도, 자기효능

감을 창업 의도의 중요한 선행 변수로 설명하고 있으며, 창업 

태도는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한 긍정(부정)적 계산의 결과로 

나타나며 기대된 계산 값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태도가 형성

된다(Linan & Chen, 2009). 자기효능감은 환경을 관리하기 위

해 필요한 과정을 조직/실행하는 개인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Bandura, 1995), 창업이라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목표

를 어느 정도로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Linan & Chen, 2009). TPB모형과 달리 

SEE(Shapero’s model of the Entrepreneurial Event) 모형에서는 

인지된 실행가능성과 인지된 바람직성이라는 개념을 의도의 

선행 변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TPB 모형의 자기 효능감 및 

창업 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통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Krueger et al., 2000; Schlaegel & Koenig, 2014). 본 연구에서

도 창업 의도의 중요 선행 변수로서 창업 태도와 자기 효능

감의 유사 개념인 인지된 행동통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1.1 창업 태도와 창업 의도

창업 태도는 창업가가 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인 개

인적 평가 정도를 의미하며 좋아하거나 매력적으로 느끼는 

정서와 유/불리의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계획된 행동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연구에서 창업 

태도와 창업 의도의 직접적인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Ajzen, 
2001; Autio et al., 2001; Linan & Chen, 2009). 창업 의도에 대

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측요인은 창업 태도이며 창업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Franke & 
Luthje, 2004; Kolvereid & Isaken, 2006; Carr & Sequeira, 2007).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그것을 

실행하려는 개인의 의도도 커진다(Armitage & Conner, 2001). 
개인의 창업 태도가 창업 의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임을 제시하는 선행 연구는 지역과 관계없이 다수의 연

구가 존재한다(Ajzen, 1991; Kolvereid & Isaken, 2006; Carr & 
Sequeira, 2007; Najafabadi et al., 2016; Chantson & Urban, 
2018; 채수용, 2001; 김성우·강민형, 2016). 중국에서의 연구 

또한 창업 태도는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허단, 2006; Linan & Chen, 2009; 뤼난·문
석환, 2017; 한서, 2019).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창업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창업 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H1: 창업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일수록 창업 의도는 높을 것

이다

2.1.2 인지된 행동통제와 창업 의도

Linan & Chen(2009)은 창업가의 인지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를 창업자가 되는 것을 얼마나 어렵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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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지에 대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개인이 창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

는 정도이며 창업과정에서의 자기 효능감과 관련성이 있다

(Bandura, 1997; Ajzen 2001; Linan & Chen, 2009; Lee & Baek 
2012; Sanchez, 2013).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면 창업자의 창업 의도가 증

가한다(Boyd & Vozikis, 1994; Carr & Sequeira, 2007; Zhao et 
al., 2005; 정대용·김재형, 2017; 정대용 외, 2013). 창업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창업자의 인지된 행동 통제가 창업 의도에 있

어 중요한 선행 조건 중 하나라는 것을 입증했다(Drnovsek & 
Erikson, 2005; Thomson & Minhas, 2017). Krueger et al.(2000)
은 인지된 행동 통제가 창업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Autio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인지된 

행동 통제가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고 주장하였다. 
국내와 중국 연구 또한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영강 외(2008), Yang(2013) 그리고 한서(2019)의 연구에서 인

지된 행동 통제가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

시한 바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팽정하 외(2012)와 뤼

난·문석환(2017)의 연구 결과에서도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인지된 행동 통제 요인을 입증하고 있다.
창업가 자신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행동

에 대한 의도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창업과 관련한 인지된 

행동 통제가 높을수록 창업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위험에 능

숙하게 대처하고 통제가 가능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의 통제능력

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 비해 실제 행동

에 대한 의도도 더 커질 것이므로, 인지된 행동 통제가 개인

의 행동을 실제 수행하는 것에 영향도 미칠 수 있다. 즉 개인

의 인지된 행동 통제가 높을수록 개인의 창업 의도가 강해진

다.
결론적으로 창업이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획된 합리적 

행동이라면 창업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고 창업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그리고 창업 과정의 문제와 불확실성

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과 인지된 행동 통제가 높

은 경우 창업에 대한 의도가 증가할 것이다.

H2: 인지된 행동 통제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창업 의도는 

높을 것이다

2.2 개인적 특성 요인과 창업 의도

개인적 특성 요인은 개인의 심리적 사고 및 행위 패턴의 종

합체로서,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기

존의 많은 연구에서 창업 의도 형성에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Lee et al., 2001; 

Rauch et al., 2009; 윤방섭, 2004; 박지유·양해술, 2014; 박철우, 
2018). 슘페터(Schumpeter)가 제시한 진취성, 창의성, 모험적 

특성이나 Miller(1983)의 창의성, 진취성, 위험감수성향을 기업

가 지향성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이 창

업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 특성이 창업 

의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는 

다양하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높은 개인은 창업자로서 항상 변화하는 기업 환경속에서 새

로운 기회를 인식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 기반을 새롭

게 만드는 동태적 역량을 가질 것이다(Carland et al., 1988; 
Jantunen et al, 2005).
기업가 지향성으로서의 개인 특성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국내 연구에서도 많이 제시되며, 선행 연구

의 결과는 창업가가 가진 개인적 특성이 창업 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배병윤·이주현, 
2015, 2018; 김재형, 2018; 강만구 외, 2018). 중국의 경우도 

창업 의도에 관한 실증 연구에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

이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Zhao 
et al., 2005). 
창업 의도와 관련한 연구에서 제시되는 개인적인 특성은 다

양하다. Phan et al.(2002)의 싱가포르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기 성장, 교육과 사회적 배경을 제시하였고, 박철우

(2018)는 개인적 특성 요인을 혁신성, 진취성, 자기효능감, 동

기 여부의 네 가지 요인으로 세분화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Ge & Wang(2010)의 연구는 사회적 지향 동기, 개인적 지향 

동기, 그리고 혁신성을 개인 특성 요인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의도와 관련된 개인적인 특성으로 창업

의 불확실성하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나 성취동기라는 

기업가 지향성으로서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 요인을 중심으로 

기존의 기업가 지향성 연구에서 제시된 리더십, 계획성, 혁신

성과 사회성 등 4개의 요인을 창업 의도와 관련된 중요한 개

인적 특성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2.2.1 리더십

리더십이란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의 경향, 
영향, 행동 등과 관련된 다양한 특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공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원들의 자발적

인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House, 
1976; Yukl, 1998). Bass(1985)의 연구에서는 리더십이란 미래

의 비전을 창출하여 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구성원들이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리더십

은 일종의 종합적인 개인 능력으로서, 창업자의 창업 활동에 

영향을 미쳐 조직원들이 창업 목표를 함께 달성하도록 지도

하는 능력이다.
창업 과정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

다. 이때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효

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을 이해시키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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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개인과 조직의 노력을 촉진시키는 리더십의 역할

은 매우 중요하며(Yukl, 2002), 리더십을 가진 경우 창업 의도

가 높을 수 있다. 중국 장쑤성(江苏省)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

한 이국언·리남(2017)은 개인특성으로서의 리더십이 창업 의

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2.2.2 계획성

창업은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Gartner 
et al., 1992) 일정한 시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하여 진행된다(Bird, 1988; Katz & Gartner, 1988). 즉 창업은 

계획적인 행위로서, 성공적으로 창업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창업자가 잠재 창업 기회를 판단/분석해 전략적 의사결정

을 하고,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조합하여야 한다. 창업 

과정에서의 다양하고 복잡한 의사결정은 높은 계획성과 계획 

능력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계획 능력은 창업의 성공 가능성

과 관련성을 가진다(Chwolka & Raith, 2012).
뛰어난 계획 능력은 창업가의 자질로서 중요하며 창업의 성

공가능성과 연결된다(정유선, 2018). 창업가에 필요한 개인 특

성의 하나로서 계획성은 창업 의도와도 연관성이 높을 것이

며 뤼난·문석환(2017)은 계획성이 창업 의도를 예측하는 중요

한 요인이며 창업가를 선별하는 중요 기준이라고 하였다.

2.2.3 혁신성

혁신성은 개인이 혁신을 수용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보다 빠

른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Rogers & Shoemaker, 1971). 창업자

는 혁신자이며 새로운 제품/서비스, 새로운 생산 방식의 도입 

등 새로움을 찾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혁신성은 새로운 자

극에 대한 개방적 태도이며 혁신성이 높은 사람은 유연한 사

고와 태도를 보인다(Midgley & Dowling, 1978). 
이형택·장정(2013)의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생의 혁신성 특성

이 창업 의지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였으며, 홍정

표·양해술(2014)의 연구에서도 혁신성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 

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로 사고하고 창

업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혁신성은 창업 의지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2.2.4 사회성

사회성이란 개인과 집단 사이에 형성되는 독특한 관계로서 

선천적이기보다 사람들간 정보나 자원 등의 교환 과정을 통

해 발달되는 개인의 특성이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과의 

관계인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게 된다. 창업자의 사회성이 

창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창업자의 창업 성

과를 좌우한다(Ruef, 2002). 또한 사회성의 결과물로서 창업자

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창업과정에서 필수적인 자본과 자원을 

동원하여 창업 기업의 경쟁 우위 요인으로 제시된다(김재호, 
2013).
특히 타인과의 깊은 정을 중요시하는 중국은 개인의 인맥과 

관계를 ‘꽌시(关系)’라고 하며, ‘꽌시(关系)’를 통한 상호 간의 

거래 관계를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여긴다. 이는 중국의 

경우 창업자의 사회성이 창업 과정에 매우 큰 영향력이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사회성이 높은 경우 창업 성공에 대

한 기대가 높고, 개인의 사회성은 창업 의도에 유의미한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윤방섭, 2004; 윤남수, 2012; 김은경·강영숙, 
2016).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금옥(2017)의 연구는 중

국 대학생의 개인 사회성이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한다.
이상의 기존 연구 결과를 볼 때 개인적 특성(리더십, 계획

성, 혁신성, 사회성)은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2.3 창업 태도와 인지된 통제의 매개효과

개인적 특성 요인이 창업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비하여 개인 특성이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윤방섭, 
2004). Wang(2015)은 창업자적 특성이 많을수록 창업 태도도 

뚜렷해지고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이 창업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허단(2006)은 기업가적 특성

이 창업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리더십 요인이 

창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창업가의 개인 특성과 창업 의도의 직접적인 관

계와 더불어 창업 태도를 통한 간접적인 관계를 시사하는 것

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이 창

업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창업 태도와 인지

된 행동 통제를 매개로 하여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Awang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기업가 지향성이 창업 태도

를 매개로 창업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

하였으며, Wang(2015)의 연구에서도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요

인, 창업 태도, 창업 의도의 관계에서 창업 태도가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과 창업 의도의 관계에 매개 변수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의 영향 요인

에 대한 진문연 외(2012) 등의 연구는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 및 창업 인지는 창업 태도를 통해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인지된 행동 통제의 매개 효과에 대한 연구는 더욱 다양하

다(탕명, 2009; Zhou, 2014). Lv(2014)의 연구에서도 창업 효능

감이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요인과 창업 의도 사이에서 중요

한 매개 작용을 한다고 지적하고, 개인적 특성 요인이 창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바뀌어야 창업 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개별적인 개인 특성에 대한 인지된 행동통

제(혹은 창업 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제시하는 연구도 있는데 

주요한 연구로는 사회성과 창업 효능감의 관계(Wa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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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모험 성향, 자율성, 성취 욕구(achievement need) 요인

과의 관계(Lv, 2014), 혁신성과 모험과의 관계(Barbosa et al., 
2007; Zhou, 2014; 최명화·조성숙, 2014; 강재학·양동우, 2016), 
사회성, 혁신성, 성취 욕구와의 관계(이보욱, 2017) 등이 있다. 
핀란드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Ellen(2010)의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으로서의 진취성은 창업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는 않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창업 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개인 특성과 창업 의도의 관계에서 

인지된 행동통제와 창업에 대한 태도의 매개 역할을 주장하

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 가진 특성들이 인지된 행동 통제와 

창업에 대한 태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창업 의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도 개인적 특성 요인(리더십, 계획성, 혁신성, 사회성)
이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된 행동 통제와 

창업 태도의 매개 변수 역할을 가설화하고자 한다. 

H3: 개인적 특성 요인(리더십, 계획성, 혁신성, 사회성)은 창

업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창업 태도는 개인적 특성 요인(리더십, 계획성, 혁신

성, 사회성)과 창업 의도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H4: 개인적 특성 요인(리더십, 계획성, 혁신성, 사회성)은 인

지된 행동 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인지된 행동 통제는 개인적 특성 요인(리더십, 계획성, 

혁신성, 사회성)과 창업 의도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 요인과 창업 의도

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인지된 행동 통제와 

창업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모

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가설 검증

3.1 구성 개념의 측정과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측정되어야 할 중요 구성개념은 창업 의도, 창

업 태도, 인지된 행동 통제, 그리고 개인 특성 변수(리더십, 
계획성, 혁신성, 사회성)이다. 각각의 구성 개념을 기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항목의 측정항목을 만들었으며 모두 

Likert 7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창업 의도는 잠재적 창업자가 향후 기업을 설립할 계획에 

대한 항목들로 구성되었고,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inan & Chen(2009) 연구의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매개변수

로 제시된 인지된 행동 통제는 Linan & Chen(2009), Thomson 
& Minhas(2017) 그리고  Autio et al.(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창업 태도는 Thomson & 
Minhas(2017)와 Ajzen(1991)에서 사용한 측정 문항을 바탕으로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리더십은 이국언·리남

(2017) 연구에서 사용한 팀 건설 역량을 포함한 3개 항목으로 

측정하고, 계획성은 Lynch et al.(2010)의 연구, 혁신성은 탕명

(2009)의 연구 그리고 사회성은 점이(2008)의 연구를 이용하였

다.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중국 연구에서 사

용된 측정항목을 이용하는 것이 언어적 이해부족에 따른 신

뢰성 문제를 제거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중국 

연구자의 측정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가설 검증에 앞서 

이루어진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에서 구성 

개념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실증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문 웹 사이트인 问卷星를 통

해 수집하였다. 총 250부를 수집하였으나 불성실하다고 판단

된 17명의 대상을 제외하고 233부를 가설 검증에 활용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51.1%)과 여성

(48.9%)의 비율이 비슷하게 구성되었으며, 학년별로 17.6%에

서 29.2%로 분포되어 학년에 따른 표본 분포는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전공의 분포는 상경계열(28.8%)과 공학계열

(27.5%)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학생이 창업 관

련 과목을 수강한 경험(88.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구성개념의 신뢰성 및 타당성

7개의 구성 개념에 대한 신뢰성 분석은 Cronbach’s alpha 값

과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의 개념 신뢰성을 동시에 확인한 결

과, Cronbach’s alpha와 개념 신뢰성이 모두 0.7이상을 보여 구

성 개념의 신뢰성이 일반적인 수용의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한 요인적재치와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구성 개념의 타당성은 <표 1>에서와 같이 연구에서 사

용되는 구성 개념들이 타당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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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성 개념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결과     

비표준
계수

S.E t값
표준화
계수

AVE
factor

loading
개념 신뢰성

(Cronbach’s α)
모형 적합도

리더십1 1.000 - - 0.70

0.5301

.788
0.7712
(0.759)

X2/df: 1.628
GFI: 0.937
AGF: 0.906
CFI: 0.964

NNFI: 0.954
RMSEA: 0.052

리더십2 .690 .079 8.703 0.69 .833

리더십3 .960 .103 9.304 0.79 .707

계획성1 1.000 - - 0.71

0.5109

.737
0.7573
(0.752)

계획성2 1.188 .135 8.801 0.77 .839

계획성3 1.028 .126 8.186 0.66 .766

혁신성1 1.000 - - 0.63

0.5785

.768

0.8715
(0.873)

혁신성2 1.180 .130 9.086 0.71 .773

혁신성3 1.315 .136 9.694 0.77 .810

혁신성4 1.530 .145 10.545 0.88 .826

혁신성5 1.368 .139 9.816 0.79 .761

사회성1 1.000 - - 0.56

0.5162

.748
0.7576
(0.736)

사회성2 1.945 .261 7.462 0.75 .780

사회성3 2.561 .345 7.427 0.82 .845

인지된 
행동통제1

1.000 - - 0.59

0.5802

.725

0.8445
(0.843)

X2/df: 1.946
GFI: 0.943
AGF: 0.908
CFI: 0.965

NNFI: 0.953
RMSEA: 0.064

인지된 
행동통제2

1.684 0.181 9.280 0.86 .755

인지된 
행동통제3

1.485 0.165 8.989 0.80 .841

인지된 
행동통제4

1.474 0.168 8.789 0.77 .757

창업태도1 1.000 - - 0.49

0.5078

.719
0.7473
(0.720)

창업태도2 1.795 0.264 6.804 0.84 .776

창업태도3 0.646 0.245 6.710 0.76 .727

창업의도1 1.000 - - 0.78

0.5309

.612

0.8176
(0.818)

창업의도2 0.749 0.085 8.844 0.60 .743

창업의도3 1.004 0.087 11.519 0.76 .723

창업의도4 0.959 0.083 11.589 0.76 .782

가설로 제시한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각 구성 개념들의 

Pearson 상관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상관관계 분석

리더십 계획성 혁신성 사회성
인지된 
행동통제

창업 
태도

창업 
의도

리더십 1

계획성 .524** 1

혁신성 .436** .314** 1

사회성 .351** .307** .328** 1

인지된
행동통제

.456** .414** .349** .321** 1

창업 태도 .371** .280** .495** .310** .401** 1

창업 의도 .456** .353** .413** .353** .586** .563** 1

P*<0.05, P**<0.01, P***<0.001

3.3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정

3.3.1 인지된 행동통제와 창업태도의 창업 의도에 대한 영향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 모형에 기반하여 인지된 행동 

통제와 창업 태도를 창업 의도의 영향 변수로 가설화하여 가

설 1과 2를 설정하였다. 창업 의도에 대한 인지된 행동 통제

와 창업 태도의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인지된 행동 통제와 창업 태도의 창업 의도에 대

한 β가 각각 0.429(p<0.001), 0.390(p<0.001)으로 나타나 창업 

의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

라서 가설 1과 가설 2는 모두 채택되었다.

<표 3> 인지된 행동 통제 및 창업 태도와 창업 의도의 관계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값)
B (s.e) β

(상수) 0.540 (0.267) 2.023 (0.044)

인지된
행동통제

0.453 (0.055) 0.429*** 8.190 (0.000)

창업 태도 0.439 (0.059) 0.390*** 7.454 (0.000)

F=102.297(P<0.000), R2=0.471, R2adj=0.466, P*<0.05, P**<0.01, P***<0.001

3.3.2 창업 태도의 매개 효과 검증

개인적 특성 요인(리더십, 계획성, 혁신성, 사회성)과 창업 

의도에 대한 창업 태도의 매개 효과(가설 3-1)를 검증하기 위

하여 우선 리더십, 계획성, 혁신성, 사회성과 창업 태도에 대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 특성의 효과만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의 성별, 창업 수강 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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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설 3의 개인적 특성 요인 중 리

더십(β=0.141, p<0.05)과 혁신성(β=0.342, p<0.001)만이 창업 

태도에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며, 계획성과 사회성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창업 태도

에 우호적이며(남성=1, β=–0.300, p<0.001), 창업과목 수강생

이 수강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창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

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수강생=1, β=0.131, p<0.05)으로 나

타나고 있다.

<표 4> 개인적 특성 요인과 창업 태도의 관계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값)
B (s.e.) β

(상수) 2.453 (0.846) 2.898 (0.004)

리더십 0.159 (0.076) 0.141* 2.100 (0.037)

계획성 0.033 (0.072) 0.029 0.453 (0.651)

혁신성 0.366 (0.065) 0.342*** 5.614 (0.000)

사회성 -0.059 (0.088) -0.047 -0.670 (0.504)

성별 -0.773 (0.178) -0.300*** -4.348 (0.000)

창업수강여부 0.521 (0.212) 0.131* 2.458 (0.015)

F=21.704(p<0.000), R2=0.366, R2adj=0.349, P*<0.05, P**<0.01, P***<0.001

이에 따라 개인 특성의 창업 의도에 대한 영향 관계에서 창

업 태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리더십과 혁신성에 대

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검증 방법과 Bootstrapping 
검증을 활용하여 사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검증을 통한 리더십과 창업 의도의 관계에서의 창업 

태도의 매개 효과의 경우 <표 5>에서 보듯이, 1단계 회귀분

석에서 리더십이 창업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β=0.371, P<0.001), 2단계에서 리더십이 창업 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β=0.456, P<0.001). 3단계에

서 매개변수인 창업 태도가 종속변수인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β=0.456, P<0.001), 매개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리더십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β=0.287, 
P<0.001)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 매개 유형임을 알 수 있다(매
개효과의 크기: 0.456-0.287=0.371×0.456=0.169). 따라서 리더십

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창업 태도가 매개한다는 가설

은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리더십과 창업 의도간 창업 태도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값)

B (s.e.) β

I
리더십→
창업태도

상수 2.741 (0.320) 8.577 (0.000)

리더십 .419 (0.069) .371*** 6.067 (0.000)

F=36.804(P=0.000), R2=0.137, R2adj =0.134

II
리더십→
창업의도

상수 1.402 (0.344) 4.073 (0.000)

리더십 .580 (0.074) .456*** 7.797 (0.000)

F=60.791(P=0.000), R2=0.208, R2adj =0.205

III
리더십→
창업태도→
창업의도

상수 -.003 (0.348) -.009 (0.993)

리더십 .365 (0.071) .287*** 5.173 (0.000)

창업태도 .513 (0.062) .456*** 8.207 (0.000)

F=72.807(P=0.000), R2=0.388, R2adj =0.382
P*<0.05, P**<0.01, P***<0.001

리더십과 창업 의도의 관계에서 창업 태도의 매개효과를 분

석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혁신성과 창업 의도의 관계에서의 

창업 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이다. 1단계 

회귀분석에서 혁신성이 창업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β=0.495, P<0.001), 2단계에서 혁신성이 창업 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β=0.413, P<0.001). 3단계 회

귀분석에서 매개변수로 설정된 창업 태도가 창업 의도에 유

의한 영향이 있는 상황에서(β=0.474, P<0.001), 혁신성이 창

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β=0.178, P<0.01)한 것으로 나

타나 창업 태도의 부분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매개효과의 

크기: 0.413-0.178=0.495×0.474=0.235). 
이상 3단계 검증에 따르면 가설 3-1에서 개인 특성인 리더

십과 혁신성이 창업 태도를 매개로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6> 혁신성과 창업 의도간 창업 태도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값)

B (s.e.) β

I
혁신성→
창업태도

상수 2.030 (0.308) 6.594 (0.000)

혁신성 .529 (0.061) .495*** 8.662 (0.000)

F=75.031(P=0.000), R2=0.245, R2adj =0.242

II
혁신성→
창업의도

상수 1.576 (0.363) 4.341 (0.000)

혁신성 .496 (0.072) .413*** 6.889 (0.000)

F=47.464(P=0.000), R2=0.170, R2adj =0.167

III
혁신성→
창업태도→
창업의도

상수 .492 (0.354) 1.393 (0.165)
혁신성 .214 (0.074) .178** 2.887 (0.004)

창업태도 .533 (0.069) .474*** 7.696 (0.000)

F=59.327(P=0.000), R2=0.340, R2adj =0.335
P*<0.05, P**<0.01, P***<0.001

창업 태도의 매개 효과를 Bootstrapping의 검증을 이용하여 

재확인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 방법은 데이터 부족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랜덤성과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추정된 매개 효과 구간을 파악

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표 7>을 보면 리더십

과 혁신성의 간접적 효과와 직접적 효과의 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아 창업 태도가 부분적인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3단계 검증과 같은 결과이다.

<표 7> 창업 태도의 Bootstrapping 검증

창업태도

Indirect Effect Direct Effect Total Effect
PBOOT

LLCI
BOOT
ULCI

LLCI ULCI LLCI ULCI

리더십-
창업의도

0.132 0.310 0.226 0.505 0.434 0.727 0.000

혁신성-
창업의도

0.189 0.389 0.068 0.360 0.354 0.638 0.000

3.3.3 인지된 행동 통제의 매개효과 검증

창업 태도의 매개효과 검증과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인지된 

행동 통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8>의 개인 특성 변

수와 인지된 행동 통제의 회귀 분석 결과에서, 가설 4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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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 요인 중 리더십(β=0.246, p<0.001)과 계획성(β
=0.192, p<0.01)만이 인지된 행동 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있어, 이 두 변수에 대한 인지된 행동 통제의 매개 효과

를 3단계 검증 방법과 Bootstrapping 검증을 활용하여 사후적

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개인적 특성 요인과 인지된 행동 통제 간의 관계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값)
B (s.e.) β

(상수) 2.564 (0.887) 2.889 (0.004)

리더십 0.296 (0.079) 0.246*** 3.734 (0.000)

계획성 0.231 (0.075) 0.192** 3.069 (0.002)

혁신성 0.098 (0.068) 0.086 1.432 (0.153)

사회성 -0.142 (0.092) -0.107 -1.541 (0.125)

성별 -1.123 (0.187) -0.408*** -6.017 (0.000)

창업수강여부 0.065 (0.222) 0.015 0.294 (0.769)

F=23.567(p<0.000), R2=0.385, R2adj=0.369, P*<0.05, P**<0.01, P***<0.001

<표 9>의 리더십에 대한 3단계 검증 결과, 리더십이 인지된 

행동 통제(β=0.456, P<0.001)와 창업 의도(β=0.456, P<0.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3단계의 결과를 보면 

매개변수인 인지된 행동 통제가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β=0.477, P<0.001), 매개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

서 리더십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β=0.239, 
P<0.001)한 결과를 보여 리더십과 창업 의도의 관계에서 인

지된 행동 통제가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매개

효과의 크기: 0.456-0.239=0.456×0.477=0.217). 

<표 9> 리더십과 창업 의도간 인지된 행동 통제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값)

B (s.e.) β

I
리더십→
인지된 

행동 통제

상수 .709 (0.326)
2.174

(0.031)

리더십 .549 (0.071) .456***
7.782

(0.000)
F=60.556(P=0.000), R2=0.208, R2adj =0.204

II
리더십→
창업의도

상수 1.402 (0.344)
4.073

(0.000)

리더십 .580 (0.074) .456***
7.797

(0.000)
F=60.791(P=0.000), R2=0.208, R2adj =0.205

III

리더십→
인지된

행동통제→
창업의도

상수 1.045 (0.306)
3.412

(0.001)

리더십 .304 (0.074) .239***
4.130

(0.000)
인지된
행동통제

.503 (0.061) .477***
8.225

(0.000)
F=72.989(P=0.000), R2=0.388, R2adj =0.383

 <표 10>의 결과를 보면 계획성과 창업 의도의 관계에서, 
리더십과 동일하게 인지된 행동 통제가 부분 매개 효과를 보

이고 있고(β=0.134, P<0.05), 매개효과의 정도는 0.219( 
0.353-0.134=0.414×0.530=0.219)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계획성

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된 행동 통제가 매개 

변수의 역할을 한다.

<표 10> 계획성과 창업 의도간 인지된 행동 통제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값)

B (s.e.) β

I
계획성→
창업태도

상수 .741 (0.360) 2.058 (0.041)

계획성 .500 (0.072) .414*** 6.922 (0.000)

F=47.913(P=0.000), R2=0.172, R2adj =0.168

II
계획성→
창업의도

상수 1.818 (0.391) 4.649 (0.000)

계획성 .450 (0.078) .353*** 5.742 (0.000)

F=32.969(P=0.000), R2=0.125, R2adj =0.121

III

계획성→
인지된

행동통제→
창업의도

상수 1.403 (0.339) 4.141 (0.000)

계획성 .170 (0.074) .134* 2.302 (0.022)
인지된
행동통제

.560 (0.061) .530*** 9.130 (0.000)

F=64.045(P=0.000), R2=0.358, R2adj =0.352

Bootstrapping의 검증 기준에 의한 인지된 행동 통제의 매개

효과도 재확인된다(<표 11>). 따라서 가설 4-1에서 개인 특성

인 리더십과 계획성이 인지된 행동 통제를 매개로 창업 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인지된 행동 통제의 Bootstrapping 검증

인지된 행동 통제

Indirect Effect Direct Effect Total Effect
PBOOT

LLCI
BOOT
ULCI

LLCI ULCI LLCI ULCI

리더십-
창업의도

0.168 0.414 0.159 0.449 0.434 0.727 0.000

계획성-
창업의도

0.181 0.396 0.025 0.316 0.295 0.604 0.000

3.4 구조 방정식 모형에 의한 가설 검증

앞에서 개별적인 변수들간의 관계를 통해 창업 태도와 인지

된 행동 통제 그리고 개인 특성 변수와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제시하였지만,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통합적 모형을 통해 확인

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AMOS 23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의 결과는 아래 <그림 2>
와 같으며 경로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그림 2> 구조 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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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합도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며 각 변수들 간의 경

로계수를 보면 창업 태도(β=.433, C.R=5.836, p=0.000)와 인지

된 행동 통제(β=.379, C.R=6.133, p=0.000)는 창업 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12> 경로 분석 결과

요인경로 경로계수 C R값 P값

창업태도 → 창업의도 .433 5.836 .000

인지된 행동 통제 → 창업의도 .379 6.133 .000

리더십 → 창업태도 .211 2.435 .015

계획성 → 창업태도 .010 0.129 .898

혁신성 → 창업태도 .493 6.190 .000

사회성 → 창업태도 .077 1.367 .172

리더십 → 인지된 행동 통제 .371 3.743 .000

계획성 → 인지된 행동 통제 .436 4.370 .000

혁신성 → 인지된 행동 통제 .201 2.638 .008

사회성 → 인지된 행동 통제 .211 3.264 .001

개인 특성 요인으로서 리더십과 혁신성이 창업 태도에 유의

미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특성 변수

와 창업 의도의 관계에서 창업 태도의 매개 효과는 이 두 변

수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회귀분석에서 나타

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에 인지된 행동 통제의 매

개 효과는 리더십, 계획성 뿐만 아니라 혁신성과 사회성의 개

인 특성에서도 나타나 회귀분석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 회귀

분석에서는 앞의 두 변수에서만 인지된 행동 통제의 매개효

과가 나타났으나 통합적 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개인 

특성 요인 4개 모두에서 인지된 행동 통제의 매개 효과가 있

음을 보이고 있다.

VI. 연구의 결론 및 한계

본 연구는 최근 창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국의 대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의도를 형성하는 개인 특성이 무엇인

지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계획된 행동 이론

을 기반으로 창업 태도와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지된 행동 통제(자
기 효능감)를 창업 의도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설정하

였으며, 잠재적인 창업자의 개인 특성 요인들이 두 변수를 매

개로 창업 의도를 형성시킨다는 가설을 제시하여 이를 회귀

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대학생의 경우 창업에 대한 태도와 인지된 행동 

통제의 인식 수준이 창업 의도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선행 변

수임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

(Najafabadi et al., 2016; Chantson & Urban, 2018; 김성우·강민

형, 2016; 뤼난·문석환, 2017; 한서, 2019 등)이 제시한 결론과 

일치하며,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창업 태도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개인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잠재적인 개인이 리더십과 혁신성이 높을수록 창업 

태도에 우호적이며, 리더십과 계획성이 높을수록 인지된 행동 

통제의 수준이 높다. 그러므로 개인 특성 요인으로 리더십, 
혁신성, 계획성이 높을 경우 창업 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패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혁신

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창업에 대한 태도에서 더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

결을 위한 계획 수립 그리고 해결 방법 제시를 위한 복잡한 

의사결정은 높은 계획성과 계획 능력을 필요로 하며, 계획적 

성향과 자질이 높은 개인은 인지된 행동 통제감을 높여 창업 

의도가 높고 창업의 성공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Chwolka & 
Raith, 2012). 특히, 창업가의 개인 특성 요인 중 리더십 요인

이 창업 의도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잠재적

인 창업자의 개인 특성 요인 중 리더십은 우호적인 창업 태

도를 형성하고 인지된 행동 통제감을 높여 창업을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개인 특성 요인이며 창업에 꼭 필요한 개인적 

자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지된 행동 통제감은 창업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

키고 창업 교육을 통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창

업 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요소가 된다(김상표 외, 2017).
셋째, 창업자의 개인 특성 요인으로 중요하게 지적된 사회

성은 통합적 모형에서는 인지된 행동 통제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 분석에서는 창업 태도와 

인지된 행동 통제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꽌시(关系)’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의 문화를 생각

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로 생각되며, 중국 대학생의 개

인 사회성이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결

과를 제시한 조금옥(2017)의 연구 결과와도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중국 대학생들이 외부 사회활동보다는 학업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왕설, 2019),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성공률이 낮은 이유가 사회에 대한 이해와 외부 접촉이 

부족해서라는 주장(제남공청단, 2017)등이 중국 대학생들의 

사회성과 창업 의도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one-child 정책으로 인해 소황제로 

자라난 중국 대학생들의 사회성 부족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중국 여자 대학생이 창업에 대한 태도에서 더 우호적

이며 인지된 행동 통제의 인식 수준이 남자 대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칭화 대학교 학생을 대상

으로 한 비교연구에서 여성의 창업 성향이 남성보다 높으며

(Xiang & Lei, 2011), ‘마이크로 스타트업’과 같은 여성 친화

적 창업 환경이 제공되는 현재의 중국 현실에 대한 반영일 

수 있다(이국언·리남, 2017).
의미 있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수집

하기 위해 전문 웹 사이트인 问卷星을 이용하였다.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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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챗과 QQ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

고 중국에서 비교적 발달된 1선과 2선 도시의 대학생을 중심

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기에, 연구 대상이 제한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응답

자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응답의 신뢰성이 낮은 표본을 제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이상 데이터

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 보다 

폭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더 많은 표본 수를 확보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둘째, 다양한 개인 특성 변수를 리더십, 계획성, 혁신성, 사

회성의 4개 개념만으로 한정한 것도 본 연구가 갖는 한계이다. 
기업가 지향성과 관련한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4개의 주요 

요인을 추출하였으나 창업가의 개인 특성에 대한 보다 많은 

변수의 선정이 향후 연구에서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며, 창업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지지(창업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 ex. 장유진·이병희, 2019)와 같은 주요 개념이 어떤 매개

와 조절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져야 한다.
셋째, 중국은 오랜 기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시

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늦었으

나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창업 구조와 창업 환

경에 많은 차이가 있다. 즉 대학생 창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창업 환경이 한국에 비

하여 열악한 측면이 있다(동장청, 2012). 이러한 창업의 환경

과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특성과 창업 의도의 인과적 

모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중국 대학생의 현실을 반영하기

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중국 대학생의 창업 의도에 대

한 중국과 한국의 비교 연구에서는 각 나라 대학생의 창업 

의도에 대해 상반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 대학생

의 창업 의도가 한국에 비하여 높다는 연구 결과(Park & 
Kang, 2007)가 있는 반면 동장청(2012)의 연구는 오히려 한국

학생의 창업 의도가 더 강하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상반된 결

과의 원인은 창업 의도를 형성하는데 개인적인 특성도 중요

하지만 경제 구조나 창업 환경과 같은 외부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보다 폭 넓은 변수를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에 대한 비교 연구는 상호 

다른 사회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창업 의도와 관련한 한중 대학생의 비교 연구로 확장될 필요

가 있다. 창업 관련 한중 비교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ex. 안진원·유대현, 2016) 좀 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

써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사회적 창업

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ex. Nga 
& Shamuganathan, 2010) 분야별로 요구되는 개인 특성의 차이

를 발견하는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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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an entrepreneur's personal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his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there was relatively little research on the inherent mechanisms for this. Recent researches show that 
entrepreneur's personal characteristics affec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entrepreneurial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rather than directly.

This study carried out empirical research on 233 Chinese university students on what personal characteristics affec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who are actively engaged in start-up activities recently.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we set entrepreneurial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s important variables that shape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formed 
a model and hypotheses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of a potential entrepreneur(leadership, planning, innovation, sociality) affec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these two variables. We verified these hypotheses by regress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analysis confirmed that for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he entrepreneurial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ere important 
antecedent variables that shape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t was also shown that leadership and innovatio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entrepreneurial attitude, while leadership and planning raise the level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s a result, leadership forms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the entrepreneurial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innovation affects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the entrepreneurial attitude, while planning affects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perceived behavior control. 
Therefore,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at emphasizes leadership, innovation and planning is required for Chinese college students as a 
potential entrepreneur. These three factors could also be important personal characteristics when choosing a potential entrepreneur.

KeyWords: Entrepreneurial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Entrepreneurial Intention, Personal Characteristics, Leadership, 
Planning, Innovativeness, Sociality, Chinese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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