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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은 창업가를 양성하고 국가 내 기업가적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의 연구들이 사회인지 속성을 예측인자로 활용해 창

업의도 혹은 기업가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주로 제시해왔지만, 이러한 사회인지 속성들이 무엇에서 비롯되는지 근본적 요인

에 대해서는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인지이론과 스키마이론을 기반으로 개인의 창업경험(Entrepreneurial experience)이 사회인지 속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가정하며, 경험이 창업의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힌다. 이를 위하여 기업가의 창업경험이 사회인지이론

에서 창업의도를 형성하는 주요 변수로 꼽히는 기업가적 자기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 기회인식(Opportunity 

recognition), 실패두려움(Fear of failure)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러한 요인이 어떻게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한다. 이와 함께 창업 경험과 창업의도 사이에 이어지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회인지속성이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

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생물학적 차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차이, 그리고 인지적 차이가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 성별에 따라 개인의 창업경험이 사회인지 속성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분석한다.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의 87개국의 25,047명 기업가 데이터에 기반한 계량 분석을 한 결과, 창업경험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과 기회인식을 높이고, 실패두려움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회인지속성은 창업경험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도 유의해, 남성과 여성은 창업경험으로부터 창업의도가 형성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기업가

정신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과거 경험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충준히 다뤄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창업경험의 매개효

과 및 성별의 조절효과를 통해 창업의도 형성의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핵심주제어: 창업경험, 창업의도, 사회인지이론, 스키마이론

Ⅰ. 서론

1.1. 연구배경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창업활동(entrepreneurial 
activity)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

적인 전제조건이다. 창업의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

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일은 창업가를 양성하고 국가내 기

업가적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서 중추

적인 참고가 된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창업의도를 일으키

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Schlaegel & Koenig, 2014; 
Shepherd & Krueger, 2002). 기존 연구들은 지각된 능력

(Ebrahim & Schϕtt 2011; Naktiyok et al., 2010), 실패에 대한 

두려움(Boudreaux et al., 2019; Tsai et al., 2016), 인지된 네트

워크(Arenius & De Clercq, 2005; Hoang & Antoncic, 2003), 기

회에 대한 인식(Boudreaux et al., 2019; Tsai et al., 2016)등 사

회인지속성이 창업의도를 만드는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그동안의 연구들이 사회인지속성을 예측인자로 활용해 창업

의도 혹은 창업활동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해왔지만, 이러한 사회인지속성들은 무엇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즉, 창업의도를 형성하는 

보다 근원적 원천에 대해서 심층적 탐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

다. 
기존 연구들은 개인의 지식기반(knowledge base)이 특정 사

안에 대한 태도, 판단, 의사결정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 

(Hambrick & Mason, 1984; March & Simon, 1993). 또한 개인

이 가진 경험은 이러한 지식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Tushman & Nadler, 1978; Hambrick & Mason, 1984). 개

인의 창업경험(entrepreneurial experience) 보유 여부에 따라 사

회인지속성의 성향은 달라질 수 있고, Entrepreneurial activity
에 대한 기대와 평가, 그리고 창업에 대한 진입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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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는 창업의도와 사회인지속성 사이

의 관계 또는 매개요소는 분석했지만(Lu et al., 2014), 이보다 

더 근원적인 요소인 개인의 경험의 역할은 분석되지 않았다. 
이러한 갭을 메우려면 인지적 프로세스 상 창업의도가 형성

되는 초기 단계에서 개인의 경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의 지식

기반을 형성하는 근원적 요인인 기업가적 경험이 사회인지속

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창업의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창업경험이 창업의도를 창출

하는 데 있어서 사회인지속성의 매개적 역할이 존재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가정하는 사회인지속성은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이론의 핵심적 변수에 해당되면서, 이 

연구의 조절변수(gender)에 의한 대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변수들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이 연구

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회인지속성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기회인식(Opportunity recognition) 
그리고 실패두려움(Fear of failure)을 포함한다. 이 속성은 주

로 창업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예측자 역할을 해와서, 다양한 

변수 사이의 매개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Tsai et al., 2016). 그러나 자신에 대한 효능, 기회와 위협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시 개인이 보유한 경험과 그로 인해 얻

게 되는 지식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

다(Chell, 2013; Krueger & Dickson, 1994). 이 연구에서는 기업

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그리고 실패두려움의 매개적 역

할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한편, 창업의도에 대한 개인의 지식기반의 역할을 보다 자

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지적 속성을 결정하는 조

건적 차이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사회인지이론 계열의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지적 특성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난다는 점을 제시한다(Minniti, 2009). 이 연구는 창업경험이 

사회인지속성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

떻게 조절되는지를 분석한다. 창업의도에 대한 개인의 창업경

험의 역할에 있어서 이러한 성별 차이의 영향은 여전히 알려

져 있지 않다. 따라서 성별 차이가 창업의도에 대한 개인 경

험의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 연구모델

이 제시하는 결론을 더욱 선명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기반이 되는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과 스키마이론(Schema Theory)을 기반으로 개인의 경

험이 어떻게 창업의도를 만들어내는지를 세밀하게 탐구한다. 
이를 위하여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의 87개국의 

25,047명 기업가 데이터에 기반한 계량 분석을 통해 기업가의 

창업경험이 사회인지이론 변수를 매개하여 어떻게 창업 의도

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와 같은 관계가 성별에 따

라 어떻게 조절적 영향을 받는지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사회인지속성을 확장함으로써 개인의 경험에서 창

업의도로 이어지는 인지적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기존의 연구는 자기효능감 또는 인식된 기회 및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Arab & Sofiyabadi, 2013), 이 연구는 보다 근

원적인 예측요소의 영향에서 출발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다. 이 연구는 대규모의 글로벌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창업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개인의 경험이 만들어내

는 인지적 효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창업경험에 따라 창업의

도가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는지를 제시했다. 창업의도를 높이

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소외되어 온 변수를 조명하여, 창업

의도에 관한 사회인지이론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성별에 따라 생물학적 차이 뿐 아니

라 사회적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차이, 그리고 

인지적 차이가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하여(Doyle & Paludi, 
1985), 성별에 따라 개인의 인지적 스키마는 다르게 형성되고 

이는 창업의도 형성의 전제조건인 사회인지를 어떻게 차별적

으로 형성하게 되는지를 파헤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창업의

도에 대한 창업경험의 효과를 새로운 각도로 조명하고자 한

다. 

Ⅱ. 이론적 배경

2.1.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

그동안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에서는 새로운 창업기업이 

어떻게 설립되는지 밝히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기업가들은 창업을 하기에 앞서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다양한 

정보들을 토대로 판단의 과정을 거친다. 기업가정신 분야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기업가정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적

이고 의도된 행동이 수반된다고 제시한다(Bird, 1988; Krueger, 
1993). 창업의도는 개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며(Krueger, 2009), 이는 기업가의 실제 행동을 이끄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Ajzen, 1991). 창업의도는 

기회를 발견, 창출 및 활용하는 과정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의 실제를 이해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Gartner et 
al., 1994).

Krueger(2009)은 창업의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탐구하

는 것은 기업가정신 활동의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

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연구들이 창업의도를 

중심으로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예측(Kahneman & Tversky, 
1979), 또는 실행(Sarasvathy, 2001b) 등과 연결하여 정교한 이

론적 모델을 개발했으며 이후 많은 연구들이 변수 간 상호작

용(Fitzsimmons & Douglas, 2011), 매개에 의한 영향(BarNir et 
al., 2011), 조절효과(Pollack et al., 2012) 등을 통해 이론을 구

체화해 나갔다.
창업의도 연구의 뿌리는 약 30년 전 Shapero의 연구(Shapero 

1984; Shapero & Sokol, 1982)로 거슬러 올라간다. Shapero & 
Sokol(1982)가 제시한 창업 이벤트 모델(Entrepreneurial Event 



창업경험과 창업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사회인지적 요인의 매개효과 및 성별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제17권 제3호 (통권81호) 53

Model)은 창업의도를 예측하는 초기 모델이다. 이 연구는 창

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서 기업가에 대한 사회

학적, 심리적 요인을 포함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기업가정

신을 형성하는 요인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

과 함께 거시적 경제개발 수준, 벤처 캐피탈 투자 요인 및 교

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후 다양한 연구들이 이러한 모델을 확장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추가 연구를 제시했다. Krueger(2000)은 창업 이벤트 

모델과 계획된 행동이론 등 두 모델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각 모델들의 이론적 실제적 차이를 분명히 가려내고, 창업 이

벤트 모델 및 계획된 행동이론의 창업의도에 대한 요인 사이

의 관계를 규명했다. Davidsson(1995)은 창업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기업가의 태도와 개인 및 상황적 특성이 반영된 추가 

모델을 제시했다. 그 이후 Brännback et al.(2006)가 창업 이벤

트 모델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확장된 모델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Boyd & Vozikis(1994)은 창업의도를 설명하는 새로운 

Bird(1988) 모델을 개발하여 계획된 행동 이론을 구체화했으

며, Kolvereid(1996)은 이 이론의 활용성에 대한 분석을 하여 

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유용성을 점검하고 이론적 기반을 다

졌다.
개인의 인지적 속성을 통해 창업의도를 구체화한 연구는 

(Bandura, 1997)이다. Bandura(1997)는 “특정의 목표 달성을 위

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

념”으로 정의되는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제시했다. 개인은 자

신의 생각, 감정 및 행동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이 통제는 개

인의 자기 관점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Boyd & Vozikis(1994)는 창업의도가 합리적/ 분석적 사고 

(목표 지향적 행동)와 직관적/ 전체적 사고(비전)에 의해 구조

화된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사고 프로세스는 공식적인 비즈니

스 계획, 기회 분석 및 기타 목표 지향적 행동의 기초가 된다

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와 행동 또는 행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프레임워크로 정리하여 제시했다. 
Zhao et al.(2005)는 창업의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증명했다. 이 연구를 통해 창업의도를 갖

게 되는 데 있어서, 인지된 학습, 이전 기업가 경험, 위험성향

이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에 의해 완전히 매개된다는 것을 보

여 주었다. 이후에도 모델을 확장하거나 변형하여 자기효능감

과 창업의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후속연구로 이

어져왔다(BarNir et al., 2011; Hsu et al., 2019; Pihie & Bagheri, 
2013). 이러한 연구들은 기업가정신의 심리학에서 도구와 이

론을 채택하는 데 매우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했으며 창업

의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창업의도 모델을 기업가정신을 이해하는 일종

의 프레임워크로 사용하여, 창조적 기업가정신 활동, 기대와 

행동의 일치, 및 기업가정신의 조건 등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

을 제시했다.
많은 기업가정신 연구자들은 의도와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실행-의도(implementation intentions) 이론을 적

용했다(Gollwitzer, 1999). Gollwitzer(1999)는 실행-의도는 행동

이 목표에 종속되며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는 반응의 시기, 장
소 및 방법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실행-의도는 더 나은 목

표 달성을 가져올 수 있는 ‘if-then’ 계획 형태의 개인적인 규

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심리학 학자들은 많은 경

험적 연구를 통해 시행 의도 이론의 유용성과 효과성을 확립

했다(Ajzen et al., 2009).
Frese(2009)는 실행 의도 이론에 기초한 행동 이론 관점을 

제안했는데,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표, 행동 계획, 행동 

지식 및 자기 효능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Orbeil et 
al.(1997)는 실행 의도가 계획된 행동 이론의 틀 내에서 행동 

의도 구성의 예측 타당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Krueger & Carsrud(1993)가 계획된 행동 이론을 기업가정신 

분야에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원들은 기업가 의도-행
동을 연결하는 연구에 실행 의도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의도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단계에 도달할 

때 목표와 계획에 대한 헌신의 힘을 강조한 연구들도 있다

(Ajzen et al., 2009; Gollwitzer, 1999). Fayolle et al.(2011)은 헌

신의 개념이 그동안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의도와 행동 사이

의 누락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개인의 인지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인지

이론을 기반으로 창업의도를 예측하는 확장된 모델을 제시하

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창업의도를 설명하는 데 인지적 

관점(Cognitive perspectives)은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며, 기존 

연구들은 인지적 속성이 창업의도를 형성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제시한다(Ucbasaran et al., 2010). 인지적 관점은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인식, 분석 및 해석을 말한다

(Busenitz & Barney, 1997). 인지심리학에서 자주 거론되는 인

지(Cognition)의 개념은 감각 입력이 변형되고, 축소되고, 정교

화되고, 저장되고, 복구되고 사용되는 모든 과정으로 정의된

다(Neisser, 1967). 개인은 주어진 상황에서 효율성을 최적화하

는 방식으로 정렬된 정신모형을 갖는다는 의미다.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등 기업가정신은 주어진 시장 환경에서 다른 창업

멤버들과 팀을 이루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여 시

장에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심리학에서 파생된 인지적 

개념은 기업가의 의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기업가적 인지(Entrepreneurial cognition)는 기회 평가, 벤처 

창출 및 성장과 관련된 평가, 판단 또는 결정을 내리는 데 사

용되는 정신적 모델로 정의될 수 있다(Boudreaux et al., 2018). 
기업가는 자신의 정신모델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정보와 지

식을 연결하고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모

아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과정으로 창업을 

하게 된다. 많은 연구들이 기업가적 인지적 속성이 창업의도

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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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이 연구의 기반이 되는 사회인지이론(SCT)는 인간의 행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한다(Bandura, 1986; Wood & Bandura, 
1989). 사회인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또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처리, 저장 및 적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Bandura, 1997). Fiske & Taylor(1984)는 개인의 인지와 동기는 

이에 영향을 주는 상황 안에 존재한다고 간주한다고 주장한

다. 사회인지이론의 뿌리는 밀러와 달러드(Miller & Dollard, 
1941)가 제시한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있다. 
그 후 반두라(Bandura, 1997)에 의해 사회학습이론이 확장되었

다. 이 이론은 사회적 학습 이론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사람

들의 행동 방식과 동기 부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 개인의 인지적 속성(Cognitive factors)
은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개인 스스로 

살아오면서 만들어지는 속성이지만 제도적 환경(Environmental 
factors)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다(Wood & Bandura, 
1989). 간단히 이야기해서, SCT는 개인이 특정 행동 및 의사

결정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이론이다. 
개인이 특정 인지적 속성 또는 인지적 속성의 집합을 보유하

고 있을 경우 그에 따른 특정 의사결정 및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어떤 

개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

크가 된다. 많은 연구들이 사회인지속성을 제시하여 특정 의

사결정 및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즉, 한 

개인에게 어떠한 사회인지 상태가 발견될 경우 그 개인은 특

정 의사결정 및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적 속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어

떠한 인지적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인지 속성이 특정 의사결

정과 행동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한다(Baron, 2006; Welpe et al., 
2012).
 SCT에서 자주 다루는 인지적 속성은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결과에 대한 기대(performance expectations), 개인

의 인지된 목표(perceived goals)과 같은 개인의 특성이다 

(Bandura, 1986). SCT 계열의 많은 연구들이 실패에 대한 두

려움(fear of failure), 기회인식(Opportunity recognition)과 같은 

인지적 특성들이 기업가정신 행동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제

시한다(Baron, 2006; Welpe et al., 2012). 이러한 개인적 인지 

요소들과 행동수행력, 자기조절 등으로 설명되는 행동 요소

들, 그리고 상황이나 제도 등으로 설명되는 환경적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한다. 가령, 
경쟁 시장과 같은 국가 차원의 경제 기관이 새로운 창업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인

정되고 있다(Aidis et al., 2012). 사회인지이론은 개인요인. 행

동요인. 환경요인을 포함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보

다는 개인의 경험이 창업 행동에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

어 분석을 한다. 
기업가정신 연구 분야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자주 선택되는 

사회인지인론의 변수는 상호결정론, 성과기대, 가치기대, 자기

효능감, 행동수행력, 자기조절, 환경, 상황, 관찰학습, 강화 등

이 있다(Lent et al., 1994). 여기에 최근에는 기회에 대한 민감

도, 자발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지된 네트워크 등 다양한 

사회-인지적 특성이 기업가의 판단 및 행동에 대한 중요한 결

정 요인으로 다뤄지고 있다(Welpe et al., 2012). 그동안 사회

인지인론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창업의도에 직접적 혹

은 간접적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창

업의도의 형성에 관여하는 보다 근원적인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탐구를 해보고자 한다.

2.3. 스키마이론(Schema Theory)과 창업경

험(Entrepreneurial experience)

창업경험(Entrepreneurial experience)은 개인이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프로세스나 방법에 대해 갖고 있는 경험을 일컫는다. 
기업가적 활동과 관련한 사회적 인지는 창업경험에 의해 달

라진다. 인지 이론에서는 기회 식별 혹은 행동 결정의 기초가 

되는 정신적 프레임워크의 역할을 강조한다. 특별히 Gaglio & 
Katz(2001)는 기업가의 의사결정 및 행동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스키마 이론(Schemas theory)을 제시했다. 스키마는 물리

적, 사회적 세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인의 지식과 신념을 

나타내는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정신모델로 정의한다(Gaglio & 
Katz, 2001). 스키마 이론은 선도적인 인지주의 학습 이론 중 

하나로, 스키마라는 용어는 발달심리학자 피아제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1932년 Bartlett에 의해 광범위하게 작성되었다

(Bartlett, 1932; Piaget, 1971). 스키마는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

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지식의 구조로써, 자신의 기억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선택하고, 선택한 정보들을 인지구조 속에 

의미 있게 통합하며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Sherman et al., 
1989). 개인은 새로운 개념들을 이전에 알고 있던 개념들과 

함께 여러가지 모양으로 구성해서 문제해결에 도달하게 되는

데, 이 개념들의 구성체가 바로 스키마이다. 
 스키마 개념은 이 연구의 핵심 변수인 창업경험과 창업의도

의 관계가 사회인지이론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

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이다. 사회인지이론

은 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중요한 요인을 제시하는 기

반 이론이 되지만 각 변수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상호작

용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를 스키마가 설

명한다. 스키마의 개념을 통해 창업의도에 대한 창업경험의 

역할을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과거의 창업경험에 

기반한 지식은 창업과 관련한 스키마를 형성하는 중요한 재

료가 되며, 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해석은 기업가마다 보유하

고 있는 스키마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정신적 모델을 통해 

새로운 창업경험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거나 지속하게 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6473&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6705&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3686&re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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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스키마를 더욱 뚜렷하게 형성하는 작용을 한다. 즉, 
개인이 과거 창업을 하는 상황에서 경험하고 쌓은 누적 경험

이 독자적인 인지구조를 형성하고 이는 개인이 새로 창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반응하는 방법을 결정한다(Gaglio, 1997). 
가령, 위기관리에 관한 스키마를 보유한 개인은 시장 불균형 

혹은 비정상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 독자적인 통찰을 할 수 있게 된다(Gaglio & Katz, 2001). 
과거 기업가적 활동에서 성공을 거둔 개인은 나름대로의 성

공 방법에 대한 인지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 과거경험에 기반한 유리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Ucbasaran et al., 2009). 
경험이 많은 기업가와 초보 기업가는 의사결정과 성과의 차

이가 있는데 이는 스키마의 차이로 설명되기도 한다(Chase & 
Simon, 1973). 경험이 많은 기업가는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다. 스키마 속에 있는 다양한 인지

요소의 교차연결을 통해 현상을 보다 정교하고 신속하게 해

석해낸다(Gaglio & Katz, 2001). 경험이 없는 기업가는 스키마

의 성숙도가 충분치 않아 현상에 대한 인식의 정교함이 떨어

진다. 과거의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면 실질적

인 사안에 대한 판단과 정신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스

키마를 재평가하게 되고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기도 한다. 
이는 기존에 갖고 있던 스키마를 보다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

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은 경험은 스키마의 일종인 인지구조를 형성하

며, 이는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쉽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의 역할을 한다. 과거 창업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프로토타입에는 참신성, 실용성, 시장 매력 

및 필요한 리소스를 쉽게 얻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Ucbasaran 
et al., 2009). 이러한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특정 정보가 기존 프로토

타입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경우 채택이 쉬워지고, 새로운 정

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기존 프로토타입과 대비해 효과적인 

전략적 방향을 구상하는 게 쉬워진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는 

창업경험이 사회인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선행역할을 할 것으

로 예상한다. Wood & Bandura(1989)은 창업경험에 의해 쌓인 

지식의 양과 자기효능감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지식이 충분하다고 믿을수록 구성원

의 동기 부여, 인지 자원 및 일상 생활에 대한 통제권 행사에 

필요한 행동 과정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커

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McGee et al., 2009). 기업가는 기

술과 지식이 있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환경을 제어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갖게 되어 성공적인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동기 요인이 

더 강해진다(Godwin et al., 2016; McGee et al., 2009). 
사회인지이론에서 제시하는 주장 역시 스키마이론에서 제시

하는 맥락과 일치한다. 즉, 개인은 판단과 의사결정 및 행동

을 하기 위한 정신적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지식

구조를 갖추게 된다고 제시한다(Boudreaux et al., 2018). 여기

서 기업가가 보유하는 경험은 기업가적 인지의 기반이 된다. 
즉, 기업가가 경험을 통해 구축하는 지식기반에 의해 창업에 

대해 기업가가 갖게 되는 스키마 또는 인지적 프로토타입은 

달라지게 되고 이를 통해 기업가적 활동에 대해 갖게 되는 

심리적 경향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개인이 보유한 창업경험은 창업의도

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지속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천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속성 

에 해당되는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실패두려움에 초점을 맞

추고자 한다. 이 세 가지 변수는 사회인지이론에서 핵심 논리

를 구성하는 주요 변수이기도 하며, 창업의도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변수이다(Clercq & Arenius, 2006; Wood & 
Bandura, 1989). 또한 이 변수들은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

는 조절변수(gender)에 의한 대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변수

들이라 이 연구모델에 적합하다. 이 속성들은 창업의도에 대

한 직접적인 예측역할을 주로 해왔고, 다양한 변수 사이의 매

개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Tsai et al., 2016).
개인이 보유한 창업경험이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 이를 위해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실
패두려움이 어떻게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창업경험이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실패두려움

에 각각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본 후 이들의 매개적 역

할을 통해 창업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Ⅲ. 가설

3.1. 창업경험과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먼저 창업경험과 연결되는 첫번째 사회인지속성은 자기효능

감이다. 사회인지이론에서는 개인의 동기는 자기규제 메커니

즘(self-regulatory mechanisms)에 의해 통제된다고 주장한다

(Bandura, 1986; Wood & Bandura, 1989). 이 메커니즘과 관련

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자기효능감이다. 자기효능감

은 ‘동기부여, 인지 자원 및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권 행사에 

필요한 행동 과정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된다. Mauer et al.(2017)은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정신을 형

성하는 핵심적 변수라고 제시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자기효능

감이 창업활동에 대한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꾸

준히 제시해왔다(OK et al., 2020; .Wilson et al., 2007; Zhao et 
al., 2005). 기업가정신의 맥락에서 기업가의 자기효능감은 기

업가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McGee et al., 
2009). 기업가가 기업가정신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서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목표

를 달성하고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Rauch & Frese, 2007; Godwin et 
al., 2016). 따라서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정신 활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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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변수이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는 창업경험이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한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요소 간 관계를 통찰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들을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Ward, 
2004). 기업가는 이를 통해 새로운 상업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창업경험이 풍부할 경우 기업가로서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스키마가 정교하고 탄탄히 

갖추어질 가능성이 높다(Lord & Maher, 1990). 이러한 스키마

는 기업가적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정신적 프레

임워크를 제공해준다. 성숙된 스키마를 지닌 개인은 효율적으

로 인지 처리를 하게 되고 중요한 사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다. 즉 창업경험을 갖출 경우 이 기업가는 기업가적 활동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스킬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별히 기업가가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하기 위해 정보를 인식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추론

(effectual reasoning)이 요구된다. Sarasvathy(2001a)는 효과적인 

추론을 통제 논리에 기반한 문제해결 결정모델로 설명했다. 
기업가는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풀어내야 할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활용 가능한 수단에 접근하여, 창조

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 현실에서는 가용자원

이 부족하고 불확실성과 위험이 많기때문에 이러한 능력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창업경험은 불확실성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방법에 대한 암묵적 지식

을 제공한다(Johannisson et al., 1998). 이는 기업가적 활동의 

프로세스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된다(Westhead et al., 2005). 따라서 창업경험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기업가에 비해 기업가적 활동의 성공적 

완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Ucbasaran et al., 2009). 
이와 함께 창업경험은 기업가가 적극적인 숙달에 이르게 하

고 이는 새로운 기업가적 활동 진행하는 것을 수월하게 만든

다.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역할 모델

링(Role modeling), 사회적 설득(Social persuasion) 및 자신의 

심리적 상태(Psychological state)와 함께 적극적인 숙달

(Enactive mastery)에 영향받는다(Bandura, 1986). 과거 기업을 

설립하고, 초기 고객을 모집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조

직 내에 법적조건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을 겪어봤다면 활동

적인 숙달 경험이 촉진된다(Stumpf et al., 1991). 이러한 숙달

경험이 있을 경우 기업가적 역할 모델링의 기회를 얻게 된다. 
역할 모델링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가의 경우 기업가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쉽게 찾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진다. 따라서 창업경험은 개인의 자기효능감

을 높일 것으로 추론하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창업경험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3.2. 창업경험과 기회인식

이 연구는 개인의 창업경험이 기회인식에도 밀접한 연관을 

지닐 것으로 본다. 기회의 인식은 기업가정신에 있어서 중요

한 사회적 인지 속성이다(Wasdani & Mathew, 2014). 기업가정

신의 많은 학자들은 기회인식을 기업가적 행동에 있어서 가

장 독특하고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로 식별했다(Mintzberg & 
Waters, 1982; Tang et al., 2012). Lumpkin & Lichtenstein(2005)
는 기회인식을 좋은 아이디어를 식별하여 이를 가치를 추가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개념으로 변환할 수 있는 능

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기회인식이 기업가정신

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라는 점을 강조한다. 불확실한 기업 

환경 속에서 사업의 기회를 인식하고 좋은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능력은 기업가에게 매우 중요시되는 능력이다(Mintzberg 
& Waters, 1982). 

Krueger & Dickson(1994)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위

험한 의사결정 과정이며 기회인식은 인지 능력에 달려있다. 
특별히 사회인지이론에서는 개인은 미래 지향적이며, 성취하

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을 때 동기가 높

아진다고 가정하는데(Wood & Bandura, 1989). 여기서 기회인

식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

문에 기회인식은 필요한 수준의 노력을 장려하고 유지하도록 

이끈다(Baron & Shane, 2007).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지식을 

많이 보유할수록 기회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창업경험은 특정 분야에서의 사업적 기회를 더 잘 포

착하게 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될 이점을 더 잘 식별하게 해주

는 요인이 된다(Baron, 2006). 경험이 많은 개인은 보다 넓은 

지식 기반을 통해 보유한 지식을 잠재적인 기업가적 기회와 

연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Cohen & Levinthal, 1990). 
창업경험을 갖고 있을 경우 경험에 기반한 구체화된 스키마

를 통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정보를 통합하고 보다 정교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Glaser & Chi, 1988). 경험을 지닌 

기업가들은 경제 환경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시장 불균형의 

신호에 민감하다(Kirzner, 1979). 시장 불균형 속에서 유경험자

는 혁신을 통해 스스로를 재창조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식별할 수 있는 스키마를 형성한다.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가는 시장 불균형을 나타내는 단서에 

대한 정교한 정신 모델과 불균형 과정 및 그 결과 범위에 대

한 정교하고 복잡한 스키마를 갖게 된다(Gaglio & Katz, 
2001). 잠재 기업가는 시장 변화를 식별하기 위해 스키마를 

사용한다(Cowan, 1986). 유경험자는 복잡하고 고도화된 스키

마를 통해 초보자가 간과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의 중요성

을 쉽게 캐치해낼 수 있게 된다(Lord & Maher, 1990). 경험이 

있는 기업가는 서로 개별적인 사건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의

미 있는 패턴을 찾아낸다(Baron & Ensley, 2006).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기회인식 스키마는 중요한 시장의 자극, 소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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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수요, 시장 변화에 대한 해석, 상업성 높은 아이디어 

생성 등을 가능하게 한다(Gaglio, 1997). 즉 경험이 많은 기업

가는 경험이 없는 기업가에 비해 기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적 기회를 알아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창업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기업가정신 활동에 필

요한 외부자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

존 연구에서는 기업가의 경험에 기반한 지식이 풍부할수록 

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제시했다(Christensen & Peterson, 1990). 이는 새로운 지식을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는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새

로운 기회인식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된다. 기업가의 네

트워크는 기업가들에게 창업활동에 필요한 추가적 지식의 원

천이 될 수 있다(Johannisson, 1990). 풍부한 지식을 보유한 개

인은 네트워크 내에서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식

에 대한 접근경로를 잘 인지한다. 이는 기업가의 창업경험이 

있으면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식의 결합과 교환, 그리고 새로

운 지식의 창출을 수월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Davidsson 
& Honig, 2003; Nahapiet & Ghoshal, 1998). 또한 기존 경험과 

새로운 지식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 기회에 특

별한 관심을 갖게 된다(Lawson & Lorenz, 1999). 경험을 풍부

하게 가진 기업가는 그렇지 않은 기업가에 비해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인식할 수 있게 한다(Singh et 
al., 1999).
요약하면, 개인의 지식이 풍부할수록 기회에 대한 인지 가

능성이 커지며, 사업적으로 이익이 되는 외부자원을 통해 기

회를 확장시키는 방법을 숙지하게 되어 기회를 더욱 잘 인식

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창업경험은 기회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3. 창업경험과 실패두려움

개인의 창업경험은 실패두려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실패

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이 성취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얼마나 

감당하는지를 의미하며(Heckhausen, 2013), 기업가정신 활동을 

시작할지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감정적인 반응이

다. 이 변수는 인간이 지닌 부정적인 감정(Patzelt & Shepherd, 
2011), 실패의 결과로서 수치심이나 굴욕의 경험으로 설명하

고 있다(Wood et al., 2013). 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

의 평가 또는 위험에 대해 기업가가 지니고 있는 태도를 나

타낸다(Shinnar et al., 2012). 
기업가정신의 많은 연구들이 창업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강력한 관계를 지닌다고 논의했다(Cacciotti & Hayton, 2014). 
사회인지이론에서는 미래 성과에 대한 기대가 의사결정을 이

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는데(Bandura, 1986). 사람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행동을 주저하게 된다(Wood 
& Bandura, 1989). 
창업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거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

는 종류로 간주될 경우 그러한 상황은 피해야 할 상황으로 분

류된다(Jackson & Dutton, 1988).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같은 

사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정도는 다르다. 어쨌거나 이러

한 상황으로 인해 추진하던 일이 실패로 이어지게 될 경우, 
심리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불안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가

질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열등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Shepherd, 2003). 따라서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실패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며 이는 해당 활동을 

회피하는 것도 포함한다. 많은 연구들이 제시하듯이 실패두려

움은 기업가적 활동을 시작할지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

한 요인이다(McGregor & Elliot, 2005).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

여 이 연구에서는 창업경험은 실패두려움을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실패의 두려움은 위협이 되는 요인에 대한 구별 및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데에서 나온다. 경험이 있으면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노하우

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통제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 위

협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낮을 수 있다(Heinzel et al., 2014). 
창업을 하게 될 경우 초기 위험에 대한 대처를 잘 해야 한다

(Aldrich, 1999; Shepherd et al., 2000). 기업 설립 시점이 사업 

폐쇄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Stinchcombe, 1965). 원활한 

행정 시스템 및 인력의 부족, 사업에 최적화된 조직 구조 형

성, 시장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학습하는 데 드는 비용 등

이 그 원인이 된다. 이러한 위협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이 없

을 경우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사전 경험이 있는 

기업가는 조직을 구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사람들을 

이끌고 고용하는 방법, 고객을 유치 및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Ucbasaran et al., 2006). 따라서 창업경험

을 가진 기업가는 이러한 위협을 잘 식별하여 수월하게 기업

가적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 즉, 기

업가적 지식이 많을수록 실패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

기 위한 적절한 프로세스 및 방법을 잘 인지하기 때문에 실

패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창업경

험이 있으면 네트워크가 풍부하기 때문에 위험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의 도움을 기대해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Sharma & Blomstermo, 2003). 인적 네트워크 문헌에 따르면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긴밀한 상호 작용을 통해 정보 및 지

식을 공유하며, 정보의 타이밍 및 퀄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상황에 있게 되면,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개인 간의 상호이해를 연결하여 불

확실성 위험에 대한 위기감을 줄어들게 하고 개인 간의 정보 

흐름을 촉진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창업경험은 기업가정신 활동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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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창업경험은 실패두려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4. 사회인지속성과 창업의도

지금까지 창업경험이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실패

두려움 등 사회인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이 연구

는 창업경험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게 목적

이다. 이를 위해 창업경험이 영향을 준 3가지의 사회인지속성

이 창업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살펴본다. 

기업가 정신의 맥락에서,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은 기업가가 새

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언급했다(McGee, et 
al., 2009).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

을 미치고,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 소비하는 노력의 양, 어려

움과 도전에 대한 인내 및 행동 수행에서의 성공에 크게 영

향을 미친다(Dwyer & Cummings, 2001). 또한 Bandura(2000)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현재 과제를 수행하고 미래의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자기

효능이 환경의 촉진자, 목표 설정, 결과 기대치와 같은 다른 

프로세스와 요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동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Bandura, 2012).
이러한 주장은 창업의도 연구에도 적용된다. Entrepreneurship 

분야의 기존 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적 사고방식의 중

심이며(Mauer et al., 2017), 창업의도 및 행동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변수라고 제시한다(Ajzen, 2001; Sequeira et al., 2007).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의 과제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믿음과 새로운 기업가적 활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다(BarNir, et al. 2011). 역으로 기업가적 활동은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이다(Betz & 
Hackett, 2006; Bryant, 2007).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핵심

적인 개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DePillis & Reardon, 2007). 
자기효능감은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불확실한 환경에서 의사

결정을 효과적으로 하고 위험과 스트레스 관리가 불가피한 

기업가적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Rauch & Frese, 
2007). 이러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믿음이 강할수록 도

전적인 과제를 완수하고 목표를 완수하는 노력이 더 커진다 

(Wood & Bandura, 1989; Bullough et al., 2014). 개인에게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어려운 과정에 들어가려는 

동기와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가로서의 미래 행동의 경

로에 대한 준비 정도를 결정한다(Bandura, 2012).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기업가로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과 기

술에 대한 기업가의 신념은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

을 갖게함으로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Carr & Sequeira, 
2007; McGee et al., 2009). Chen et al.(1998)은 자기효능감이 

강한 사람들은 마케팅, 재무 관리, 관리 및 위험감수와 같은 

기업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

다고 인식하며 이러한 믿음이 낮은 사람들보다 기업가가 되

려는 의도가 높다고 제시한다. 여러 연구들이 자기효능이 개

인의 기업가적 활동을 선택하는 것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제시했다(Bandura, 2000; Kickul et al., 2009; Zhao et al., 
2005).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

는 개인의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

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4: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다음은 기회인식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다. 기회인식은 좋은 

아이디어를 식별하고 변환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기존 연구

들은 기회인식이 기업가적 활동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단계로 제시해왔다(Ozgen & Baron, 2007; Short 
et al., 2010). 

Edelman & Yli-Renko(2010)는 또한 기업가정신 활동 과정에 

있어서 인지적 요인이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즉, 
기업가를 둘러싼 환경적 조건보다는 시장에 기회가 존재한다

는 인식 또는 새로운 니즈의 발생에 대한 발견 등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을 이끄는 중요한 트리거라는 것이다. 이는 

기회인식이 새로운 기업가적 활동을 시작하려는 개인의 노력

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의도를 예

측하는 데 있어서 기회인식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요인이

다. 
많은 연구들이 기회인식이 기업가정신을 촉진시키고 프로세

스를 진행시키는 역학으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해왔다. 
Alvarez & Barney(2013)는 기회인식의 개념은 발견과 창조의 

두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가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또는 시장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시장을 발견할 경우 등에 기회의 인식에 포함되며, 
이러한 발견을 실행하여 실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까지 이 

개념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회인식은 발견과 창조

의 두 접근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연구들이 이 관

점 중 하나 혹은 둘 다의 관점으로 기회인식을 연구하고 있

다(Ucbasaran et al., 2009). 
이 연구는 이러한 기회인식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예

측한다. 기업가정신 분야의 많은 학자들은 기회인식을 기업가 

행동의 가장 독특하고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장현철·김종성, 2021; Baron, 2006). 기업가정신 활동의 시작

은 두 가지 조건의 공동 발생을 통해 이뤄진다(Reitan, 1997). 
첫 번째 조건은 시장에 기업가적 기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다
른 하나는 이 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다. 이 두 사건이 일치할 때 기업가적 행동이 일어날 수 있

다. 따라서 새로운 기업가정신 활동의 시작을 위해서는 기업

가의 기회인식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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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지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이라는 가정 하에 

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동기를 갖는다고 제시한

다(Bandura, 1986).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동기부여가 낮고 이를 위해 노력을 

수반하지 않게 된다(Lunenburg, 2011). 이러한 맥락에서 기회

인식은 명확한 목표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과 이를 위해 필요한 수준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역

할을 한다(Baron & Shane, 2007).
기업가적 기회를 잘 인식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아이템과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민감

성은 새로운 기업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목표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Baron, 2006). 이러한 기회에 대한 인식은 기업가

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의도에 따른 인지 과정을 유발할 수 

있다(Krueger, 2000). 기회에 대한 더 강한 인식은 새로운 사

업을 시작하려는 의도와 스타트업을 설립하려는 기업가의 에

너지를 증가시켜 실행을 착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일 것이

다(Edelman & Yli-Renko, 2010). 따라서 기회를 인식하는 것은 

기업가적 활동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며(Baron & Shane, 
2007), 실현 가능한 기회를 찾는 사람은 새로운 기업가적 활

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Bhave, 1994).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5: 기회인식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실패두려움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다. 실패에 대한 두

려움은 기업가적 활동의 시작 여부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감

정적 반응이다. 이는 개인이 불확실성을 정의하고 불확실성을 

구성하는 방식을 결정한다(Heckhausen, 2013). 많은 연구들이 

기업가적 행동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논의했

다(Cacciotti & Hayton, 2014; Heinzel et al., 2014; Tsai et al., 
2016). 기업가정신은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며, 이러한 행동

은 불확실성을 기꺼이 부담해야 가능하다(McMullen & 
Shepherd, 2006). 개인이 기업가정신 활동에 참여할지 여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느냐의 의지와 밀접

하게 관련 있다(Foss & Klein, 2012). 실패두려움은 부정적인 

감정(Patzelt & Shepherd, 2011), 위험에 대한 태도(Shinnar et 
al., 2012), 실패로 인한 절망의 경험(Wood et al., 2013), 목표 

달성 능력 평가(Noguera et al., 2013)로 구체화되어 설명되었

다. 기업가정신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가는 비기업가

(non-entrepreneurs)와 위험 성향 및 태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를 나타낸다(Douglas & Shepherd, 2002).
사회인지이론에서는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미래 성과에 

대한 기대라고 주장한다(Bandura, 1986). Wood & Bandura 
(1989)는 사람들이 긍정적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

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데 이는 미래의 행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인지이론 연구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은 기업가적 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장애물로 여

겨진다(Caliendo et al., 2009). 
인지적 분류 측면에서 살펴보면, 특정 일에 대한 결과가 부

정적으로 예상되고, 결과를 창출하는 과정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은 위협으로 인식된다(Jackson 
& Dutton, 1988). 이러한 위협이 클수록 이를 회피하고자 하

는 노력을 강하게 하게 된다(Shepherd, 2003). 사업의 정체성

은 기업가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실패

와 개인의 실패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Shepherd, 2003). 즉, 
기업가적 실패는 개인 인생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기업가가 느끼는 위협은 

커진다. 따라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업가적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기업가정

신 문헌들은 대체로 기업가의 실패두려움은 사업에 대한 의

도와 부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Ebrahim & Schϕ
tt, 2011; Noguera et al., 2013).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주

장과 같은 맥락으로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기업

가정신 활동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

록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6: 실패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인지속성 중의 하나인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인지속성 사이에서도 인과관계를 갖는다.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기업가적 과제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믿음이

며 이는 어려움에 대한 도전과 인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고 했다. 이러한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은 기회인식과 실패두려

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자기효능이 높은 개인은 목표 설정에 

있어서 유연함이 있으며, 결과 기대치가 높은 스키마를 갖고 

있다(Bandura, 2000) 이러한 스키마를 지닌 개인은 기회를 발

견할 수 있는 시야의 폭이 넓고, 어려운 목표를 수반하는 과

업이라 하더라도 수용도가 높기 때문에 기회로 인식하게 되

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러한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양의 

노력을 수반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기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한다.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위험과 스트레스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Rauch & Frese, 
2007),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 실패를 줄이고 완수할 수 있다

는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Wood & Bandura, 1989; Bullough 
et al., 2014), 실패에 대해 보다 유연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유연성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높은 통제력

과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업가적 활

동에 대한 실패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기업가적 자기효능

감은 기회인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실패두려움에 대해

서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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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7: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은 기회인식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가설 8: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은 실패두려움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3.5. 사회인지속성의 매개효과

앞서 창업경험이 사회인지속성인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

회인식, 그리고 실패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봤고, 이 3
가지 사회인지속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창업경험이 어떻게 창업의도를 형성하는

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다. 따라서 창업경

험이 창업의도에 영향력을 주기까지 사회인지속성이 어떤 역

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그리고 실패두려움이 개인의 창업경험

과 창업의도를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한다.
먼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창

업의도를 갖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통제력과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추

는 것이다(Carr & Sequeira, 2007).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기업 설립부터 조직 운영 수익의 증대 등 기업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믿음이 없이

는 섣불리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런 이유에서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진취적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위험이 불가피한 기업가적 

활동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 

활동의 시작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Rauch & Frese, 
2007).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앞

서 제시했다. 창업경험은 기업가로서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스키마가 탄탄히 갖추어 지도록 하고(Lord 
& Maher, 1990).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정신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Johannisson et al., 1998), 예상치 못한 

상황에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스킬과 숙달경험을 

갖추게 하며(Westhead et al., 2005). 기업가로서 추구해야 할 

방향과 행동에 대한 역할 모델링의 기회를 얻게 한다(Stumpf 
et al., 1991).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잘 형성될수록 창업의

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정리하면, 창업경험은 지식 축적 

및 역할 모델링 구축을 통해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을 형성하

고, 이를 통해 기업가적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창업경험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9: 창업경험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을 통해 창업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은 기회인식의 매개역할이다. 창업가의 창업경험을 

통해 창업의도가 증진되는 과정에서 기회인식이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다. 기회인식은 기업가가 기회를 얻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만들게 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노력을 

촉진한다(Baron & Shane, 2007). 이러한 기회에 대한 인식은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의도에 따른 인지 과정을 유발

할 수 있다(Krueger et al., 2000). 기회에 대한 더 강한 인식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도와 에너지를 증가시켜 실행을 

착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인다고 언급했다(Edelman & 
Yli-Renko, 2010). 
창업경험은 이러한 기회인식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만드

는 전제조건이 된다. 창업경험은 구체화된 스키마를 형성하여 

기업가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정보를 통합하고(Glaser & Chi, 
1988), 서로 개별적인 사건들 속에서 의미있는 관계를 발견해

내며(Baron & Ensley, 2006), 보유한 지식의 사업적 잠재성을 

판단하여 시장의 기회와 연결시키는 것을 수월하게 한다

(Cohen & Levinthal, 1990).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기회인식 

스키마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적 기회를 알아볼 가능성을 

높이며, 이러한 기회인식은 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기업가적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도를 촉진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

구는 기회인식이 창업경험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

로 추론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0: 창업경험은 기회인식을 통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또한 실패두려움이 창업경험과 창업의도의 관계

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창업경험은 실패의 두려움

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경험이 있으면 조직 구

축, 자금조달, 고객 유치 등에 대한 노하우를 쌓게 되는데 

(Ucbasaran et al., 2006) 이러한 지식은 실패를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게 하므로 이에 대한 두려움 

정도는 낮아진다(Heinzel et al., 2014). 
개인이 기업가정신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불확실

성과 위험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에 달려있기 때문에(Foss 
& Klein, 2012),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기업가적인 자기효능감이 기

업가적 진입의 유의한 동기가 되는 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은 진입 가능성을 떨어뜨린다(Busenitz & Barney, 1997). 이러

한 맥락에서 창업경험을 통해 실패두려움을 낮추게 되면 기

업가정신 활동의 시작을 억제하는 요인이 상쇄된다. 즉, 창업

경험을 가진 기업가는 기업가정신 활동상의 위협을 잘 식별

하여 수월하게 기업가적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높은 수준의 창업의도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실패두려움이 창업경험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추론하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창업경험과 창업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사회인지적 요인의 매개효과 및 성별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제17권 제3호 (통권81호) 61

가설 11: 창업경험은 실패두려움을 통해 창업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3.6. 성별의 조절효과

창업의도에 대한 개인경험의 역할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속성에 따른 차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특히 성별은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인지적, 행동적 특성에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변수다. 성별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현

황을 보면, 지난 20년 동안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성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무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여

성은 남성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여성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이 1천 6백만 개 기업이 된다(Mueller & Dato-On, 2008). 이렇

게 여성의 기업가정신 활동에 대한 업계 및 학계의 관심이 

많은 데 비해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Sullivan 
& Meek, 2012).
이는 기업가적 활동에 대해 인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양

상을 다르게 만든다. 이 연구에서 집중하는 개인의 창업경험

이 기업가적 활동을 견인하는 정도는 성별에 따라서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창업경험의 영향을 차별적

으로 살펴보는 것은 창업의도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Kent & Moss(1994)는 성별 오리엔테이션에 따라 기업가로서

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가령 남성성이 강한 

사람은 더 높은 자존감(Allgood-Meten & Stockard, 1991), 더 

높은 경력 자기효능을 만들기가 수월하며 더 높은 자아 개념

을 갖고 있다고 제시한다. 이들은 기업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Kent & Moss, 1994). 남성성과 여성성이 둘 다 높은 안

드로겐성 개인 역시 기업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영 

윤리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제시했다

(McCabe et al., 2006). 
Hackett & Betz(1981)가 성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

에서 기업가적 자기효능감과 같은 속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한다고 제시했다. 왜냐하면 성별에 따라 갖고 있는 사회인

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기업가정신 활동에 대하는 태

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기회에 대

한 인식은 개인이 갖고 있는 스키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만 성별에 따라 사회화 또는 학습이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이

에 따라 스키마는 다르게 형성된다(Lent & Hackett, 1987). 이

는 대상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다르게 만든다. 
특별히 이 연구는 창업경험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

룬다. 창업경험이 만들어내는 사회인지적 요소는 남녀가 다르

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여성이 기업

가정신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

는 능력과 자신감이 남성보다 낮다고 제시한다(Mueller & 
Dato-On, 2008).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의 경험 부족 때문에 기

업가적 동기를 형성하기에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창업

경험은 성별에 따라 사회인지적 요소들을 차별적으로 형성시

키기 때문에, 단순히 경험 부족만으로 창업의도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 성별에 따라 창업경험과 사회인지적 요소들 그

리고 창업의도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관계를 갖는지를 세부적

으로 살펴봐야 이 이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창업경험이 사회인지속

성의 매개적 역할을 통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같지 않을 것으로 추론한다. 이러한 조절적 효과는 이 

연구의 연구변수에 해당되는 창업경험과 사회인지속성의 관

계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창업경험은 일종의 기업가적 역할모델을 형성하고, 개인이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스키마를 형성하도록 한

다(Lord & Maher, 1990; Johannisson et al., 1998). 스키마 이론

의 연구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만성 스키마(Chronic schema)를 

가질 수 있다고 제시한다(Higgins & King, 1981). 사람마다 의

식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특정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며 이

는 만성화된다. 특히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패턴으로 특유

의 만성 스키마를 발전시킨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인지적 속성에 맞추어 스키마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Bargh, 1989). 사회적인 기대, 생물학적 특성의 차이 등

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경험을 갖게 되고 이

는 서로 다른 스키마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 

스키마로 인해서 또다시 차별적 경험을 하도록 유도가 되고 

그러한 경험은 또다시 서로 다른 스키마로 반영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만성화된다.
 그러다 보니 특정 상황에 대한 반응과 행동은 서로 다른 스

키마에 맞추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Fiske & Taylor, 1984). 
따라서 경험을 통해 인지적 스키마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주

어진 현상에 반응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경험을 통해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고 기업가적 역할 모델을 

형성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연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Godwin et al., 2016). 경험을 통해 직업에 대해 필요한 스킬

과 면모 등에 대한 인지적 프레임워크를 여성이 보다 효율적

으로 형성한다. 여성은 창업경험을 통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에 대한 숙달 경험을 자신의 기업가적 역할 

모델로 빠르게 만들어낸다(Godwin et al., 2016).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기업가적 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더

욱 효율적으로 한다(Greve & Salaff, 2003).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과거 창업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제반 자원과 정보를 인

지한 여성은 이에 대한 접근 및 획득을 남성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신감은 남성 기업가에 비해 

수월하게 형성된다. 또한 자원이 열악한 창업 기업을 운영하

는 과정에서 재정적 및 유형적 인센티브 부족에 대응하는 능

력이 매우 중요한데, 소셜 네트워킹 역량이 뛰어난 여성 기업

가는 직원을 키우고 공급 업체와 같은 중요한 자원 제공 업



박정현

62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7 No.3

체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진다(Buttner, 2001). 
과거 경험을 통해 필요한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인지한 이후

에는 이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역량이 남성

보다 여성이 더욱 뛰어나다는 것이다. Buttner(2001)은 여성이 

공유 비전을 개발하고 이해 당사자 간에 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자원 제공 업체와의 

관계를 확보하는 것을 수월하게 해낸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고성장, 고수익 기업을 추구하는 데 비

해, 여성은 소매 및 서비스 등 저성장 사업을 추구하는 경향

이 있다(Sullivan & Meek, 2012). 자금조달 규모에 있어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적은 규모의 자금조달을 요구하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ingh & Lucas, 2005). 애초에 작은 규모와 

안정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여성은 과거 창업경험을 갖게 된 

이후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과거 경

험이 향후 유사한 방식의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

기가 쉽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과거 창업경험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니기 때문에 과거 경험이 미래의 비교적 

불확실한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여성만큼 

갖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Sullivan & Meek(2012)
은 여성이 재정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킹 활동 

및 강력한 유대 관계 형성 면에서 남성보다 강한 자신감 및 

신념을 갖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스키마 형

성의 차이는 기업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감 

및 신념에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논거를 기반으로 이 연

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창업경험을 통해 기업가적 자

기효능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형성할 것으로 추론한다. 
성별은 창업경험과 기회인식의 관계도 조절할 것으로 예상

한다.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인지적 프로세스를 통해 기회

를 인식한다. 여성은 과거의 직업 및 산업의 경험을 통해 얻

은 정보를 사용하여, 충족되지 않은 기존 고객 요구를 식별한

다(Sullivan & Meek, 2012). 이러한 결과는 기회인식과 관련하

여 여성의 이전 경험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기대이론에 따르

면, 각 개인은 자신이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작업에 더 많은노력을 기울인다(Bandura, 1986). 여성들은 경

험이 있는 산업 내에서 기회를 추구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

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성들이 과거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

우와 벤처에 대한 성과 기대치를 토대로 특정 기회인식을 수

월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여성들이 과거 경험을 통해 기

회인식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여성의 소셜 네트워크 역량 또한 기회인식과 관련이 있다 

(Bae & Lee, 2018). Greve & Salaff(2003)는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기회인식을 위한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은 네트워크

에 의존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의존도의 크기는 성별에 따

라 다르다. Sullivan & Meek(2012)는 여성의 경우에는 기회를 

식별하고 투자 위험을 공유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여성들은 사업에 도움이 되는 소셜 네

트워크를 통해 기회인식이 수월하고 기회에 대한 접근이 가

능하며,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과거 경험을 

통해 쌓인 소셜 네트워크는 여성의 기회인식에 대한 자신감

과 믿음을 더욱 높일 것이다. 이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험

이 있는 산업 내에서 기회를 추구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

고 생각하고, 남성보다 소셜 네트워크에 많이 의존하는 등 남

성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어 창업활동에 대한 인지 및 태도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 연구는 성별이 창업경험과 실패두려움의 관계 또한 조절

할 것으로 예측한다. 성별에 따른 사회적 행동에 대해, 남성

은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속성을 가지며 경쟁과 성장에 능숙

하며, 여성은 외부의 위협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내실을 다

지는 것에 능숙하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된다. 이러

한 속성은 기업가적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가정신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위험감수 능력

이 더 높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Verheul et al., 2012). 여성

은 남성보다 기업가정신에서 위험 내성이 낮다는 주장이 많

이 제기된다(Minniti, 2009). 위험에 대한 내성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Arenius & Minniti, 2005). 내

실을 키우고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여성적 속성은 

위협에 대한 민감도를 높인다. 위협과 실패에 민감하다 보니 

사업이 의도하지 않게 종료될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강하다는 게 다수 연구들이 제시하는 주장이다. 
과거 경험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해주며 실패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Heinzel et al., 2014). 이러한 경험의 기능은 위협

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며 안정 지향 속성을 지닌 여성에게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다. 여성의 경우 실패에 대한 위협이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경험을 통해 위협을 잘 식별하여 수

월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형성하게 될 경우 실패

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보다 많이 완화될 것이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프로세스 및 방

법을 인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업가적 활동의 실수 그

에 따른 치명적 결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해소될 수 있

는 것이다. 여성은 경험을 바탕으로 쌓게 되는 소셜 네트워크

를 통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

에, 경험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실패에 대

한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창업경험이 사회인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개인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본 연

구에서 창업경험과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그리고 

실패두려움, 창업의도 등 사회적인지적 속성과 관련하여 확립

된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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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 성별은 사회적 인지 속성에 대한 창업경험의 영향

을 조절할 것이다.
   12-a: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창업경험의 긍정적  

인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클 것이다.
   12-b: 기회인식에 대한 창업경험의 긍정적인 영향은 남성

보다 여성이 더 클 것이다.
   12-c: 실패두려움에 대한 창업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은 남

성보다 여성이 더 클 것이다.

지금까지 다룬 가설을 토대로 이 연구의 모델을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Ⅳ. 연구 방법

4.1. 데이터와 샘플

이 연구에서는 창업경험이 사회인지속성을 통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

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의 설문 데이터를 

활용했다. GEM은 해마다 각국에서 18세~64세 성인을 대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 및 기업

가 활동에 대한 전반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각 국가

별 최소 2,000개 설문 응답을 갖고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창

업경험,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실패두려움, 창업의도, 성별 등 

이 연구에서 필요한 변수의 데이터를 확보했다. 데이터의 연

도는 시의성을 위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는 시점에서 가장 최

근에 해당되는 2016년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총 181,283개 데

이터 중 결측 데이터 및 불명확한 응답(such as "I don't 
know", "Refused")은 제거했으며, 최종적으로 25,047개의 유효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했다. 이는 87개국에 해당되는 

데이터다. 성별로는 남성이 54% 여성이 46%로 구성된다. 연

령별로는 10대 1.5%, 20대 19.0%, 30대 25.1%, 40대 26.4%, 50
대 21.8%, 60대 5.6%, 70대이상 0.3%이다. 교육수준으로는 중

학교졸업 이하가 0.1%, 고등학교졸업이 39.3%, 대학교졸업이 

48.6%, 대학원졸업이 10.8%이다. 과거에 창업경험을 갖고 있

는 사람은 17%, 경험이 없는 사람은 83%에 해당된다.

변수 항목 지분

성별
남자 54%

여자 46%

나이

10대 1.5%

20대 19.0%

30대 25.1%

40대 26.4%

50대 21.8%

60대 5.6%

70대 이상 0.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1%

고등학교 학위 39.3%

대학교 학위 48.6%

대학원 학위 10.8%

창업경험 
유무

있다 17%

없다 83%

<표 1> 샘플개요

4.2. 측정 방법

변수 조작적 정의 레퍼런스

창업경험 
(Entrepreneurial

experience)

개인이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프로세스나 방법에 대해 갖고 있는 

경험

Wood &
Bandura(1989)

기업가의 
자기효능감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기업가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믿는 

믿음 

McGee et al.
(2009)

Rauch & Frese
(2007)

기회인식 
(Opportunity
recognition)

좋은 아이디어를 식별하여 이를 
가치를 추가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개념으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

Mintzberg &
Waters(1982)

실패두려움 
(Fear of failure)

개인이 성취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얼마나 감당하는지를 의미하며,
기업가정신 활동을 시작할지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감정적인 반응

Heckhausen
(2013)

Wood et al.
(2013)

창업의도 
(Entrepreneurial

Intention)

개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며, 기업가의 실제 
행동을 이끄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Ajzen(1991)
Krueger(2009)

<표 2>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창업의도는 초기 기업가적 활동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에 대한 의도를 나타낸다. 기

존 연구를 따라 GEM 데이터 중 "Are you, alone or with 
others, expecting to start a new business, including any type of 
self-employment, within the next three years?" 질문에 대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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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으로 이 변수를 측정했다(Arafat & Saleem, 2017). 이 변수

는 만일 창업의도가 있을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측

정했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창업경험이다. 이는 GEM 데이터에서 

"In the last three years, have you been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new activities for your main employer, such as 
developing or launching new goods or services, or setting up a 
new business unit, a new establishment or subsidiary?" 질문에 

대한 답변인 yes는 1, No는 2의 더미 변수로 측정했다. 
이 연구의 매개변수에 해당되는 사회인지속성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실패두려움이다.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은 특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

는 지식 및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된다(Bandura, 
1997). 기존 연구들의 측정 방법을 따라(Boudreaux et al., 
2019), 이 연구에서는 "Do you have the knowledge, skill and 
experience required to start a new business?"라는 질문을 활용

했고, 1은 yes, 0은 No로 코드되는 답변으로 이 변수를 측정

했다. 기회인식은 설문을 하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식

별할 수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이를 위해 "In the next six 
months, will there be good opportunities for starting a business 
in the area where you live?"에 대한 질문을 활용했고, 1은 yes, 
0은 No로 하여 이 변수를 측정했다(Ramos-Rodriguez et al., 
2010). 실패두려움은 개인이 성취 상황에서 실패로 인한 불확

실성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기업가정신 활

동을 시작할지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인지적인 

반응이다(Heckhausen, 2013). 기존 연구에서 측정한 방식을 따

라 "Would fear of failure would prevent you from starting a 
business?"에 대한 질문에 대해 1 for yes, 0 for No로 code하여 

이 변수를 측정했다(Mor et al., 2020). 이 연구의 조절변수인 

성별은 남성 1 여성 0으로 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지, 창업의도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요소들을 통제했다. 개인의 나이는 사회인지 혹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Culpin et al., 2015) 이를 통제변수

에 포함시켰다. 교육수준에 따라 지식기반이 달라지고 이는 

인지와 동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Solesvik, 2013). 이 역시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이는 GEM에서 교육 달성 수준을 기

준으로 측정했으며, 1 for "some secondary", 2 for "secondary 
degree", 3 for "post secondary", 4 for "grad expr"으로 했다. 지

인 중에 entrepreneurial activity를 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Greve & Salaff, 2003) 이 변수 역시 

통제했다. "Do you know someone personally who started a 
business in the past 2 years?"라는 질문에 대해 1은 yes, 0은 

No로 하여 이 변수를 측정했다. 
개인이 소속된 사회에 따라 사회인지와 창업의도의 경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 지역변수를 통제변수에 포함시

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속한 국가의 경제개

발단계(Economic development stage)에 따른 구분을 했다. 이 

연구에서는 요소 주도 경제(Factor driven economy)을 1로 코

드했다. 이는 개발의 첫 번째 단계로서, 경쟁 우위가 비숙련 

노동(unskilled labor) 또는 천연자원에 기반한다. 그리고 효율

성 주도 경제(Efficiency driven economy)를 2로 했다. 이는 두 

번째 개발 단계로서, 표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경쟁 우위의 주요 원천이 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어서 혁신 

주도 경제(Innovation driven economy)를 3으로 했다. 이는 정

교한 프로세스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개발의 세 번째 단계를 의미한다. 또한 기업

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도 및 규제환경과 관련 있는 비즈니

스 운영지수를 통제했다(Loayza et al., 2004). 이는 자산 취득, 
시장 진입, 세금 및 계약 등 열 가지 요소를 토대로 종합적인 

규제 성과지표를 산출한다(World Bank, 2019). 지표의 지수가 

높을수록 정부 규제의 제약 수준이 낮아 기업가들의 경제적 

활동이 더 자유로움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홉스테드 문화 차원(Hofstede cultural dimensions) 

또한 통제변수로 고려했다. 이는 어느 사회의 문화가 그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가치관과 행동의 연관

성을 요인분석으로 구조를 통하여 설명하는 지수다. 이는 네 

가지의 차원을 제시하였다.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 
-collectivism),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권력격차

(power distance), 남성성-여성성(masculinity-femininity) 등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불확실성과 애매성에 대한 사회적 

저항력을 의미하는 ‘불확실성 회피’를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 구성원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

써 불안에 대처하려고 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관측지수

1 창업의도 0.137581 0.344467 25047

2 창업경험 0.165928 0.372024 25047

3 기회인식 0.371142 0.48312 25047

4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0.440173 0.496418 25047

5 실패두려움 0.476145 0.499441 25047

6 경제개발단계 2.719887 0.537974 25047

7
비즈니스 운영지수

(Doing business index)
74.00375 6.532236 25047

8 불확실성 회피 76.44756 15.54506 25047

9 성별 0.541941 0.498248 25047

10 나이 40.85831 11.9541 25047

11 교육수준 2.429473 0.812276 25047

12
기업가적 네트워크

(Entrepreneurial network)
0.346189 0.475764 25047

<표 3> 기술통계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A%94%EC%9D%B8%EB%B6%84%EC%84%9D&action=edit&redlink=1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5%A0%EB%A7%A4&action=edit&redlink=1
https://ko.wikipedia.org/wiki/%EB%B6%88%EC%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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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 결과

5.1.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의 설정

이 연구의 주요 변수인 창업의도, 창업경험, 기업가적 자기

효능감, 기회인식, 실패두려움, 성별, 나이, 교육수준, 기업가

적 네트워크, 경제개발단계의 변수 간 상관관계는 아래와 같

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창업의도 1

2 창업경험 0.09* 1

3 기회인식 0.18* 0.11* 1

4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0.22* 0.16* 0.13* 1

5 실패두려움 -0.10* -0.04* -0.10* -0.13* 1

6
경제개발
단계

-0.16* 0.10* 0.02* 0.02* 0.01 1

7
비즈니스 
운영지수

-0.24* 0.10* -0.06* -0.01* 0.02* 0.44* 1

8
불확실성 
회피

-0.01 -0.09* -0.13* 0.02* 0.09* -0.09* -0.31* 1

9 성별 0.10* 0.10* 0.05* 0.12* -0.07* -0.03* -0.09* 0.01 1

10 나이 -0.15* -0.00 -0.04* 0.01 -0.01 0.11* 0.09* -0.04* -0.03* 1

11 교육수준 0.08* 0.11* 0.11* 0.09* -0.02* -0.04* -0.02* 0.02* -0.05* -0.01* 1

12
기업가적 
네트워크

0.13* 0.12* 0.17* 0.21* -0.04* -0.04* -0.01 0.02* 0.06* -0.10* 0.05* 1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 p<.05

5.2. 구조방정식 모형

이 연구는 창업경험과 사회인지 변수들, 그리고 창업의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12개의 가설을 제시했다. 이 연구의 가

설 검정을 위해 AMOS 22.0를 이용하여, 최대우도법으로 구

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했다.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할 때 회귀분

석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분석 방법론으로서 

회귀분석의 한계점에 대한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 가령 회귀

분석은 측정 오차를 무시하는 분석 방법이고, 변수가 복잡한 

모델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Bollen & Long, 
1992). 반면 구조방정식은 측정 오차를 고려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사회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개의 변수들의 상호종속관계를 동시 추정이 가능

하기 때문에 변수간 인과관계 및 간접효과를 한번의 분석으

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Ullman & Bentler, 2003). 
이런 이유로 여러 간접효과를 테스트하는 기업가정신 연구

(Edelman & Yli-Renko, 2010), management 연구 리서치(Jaros 
et al., 2017; Verworn, 2009)에서 구조방정식을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변수들 사이의 많은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기 때문에 구조방정식을 통한 분석이 적절하다.

Estimate S.E. C.R. P Label

창업경험 →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165 .008 26.42 *** 지지

창업경험 → 기회인식 .093 .008 14.66 *** 지지

창업경험 → 실패두려움 -.022 .009 -3.48 *** 지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 창업의도 .186 .004 31.05 *** 지지

기회인식 → 창업의도 .111 .004 18.71 *** 지지

실패두려움 → 창업의도 -.051 .004 -8.69 *** 지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 기회인식 .118 .006 18.63 *** 지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 실패두려움 -.129 .006 -20.39 *** 지지

나이 → 창업의도 -.117 .000 -19.74 *** -

교육수준 → 창업의도 .038 .002 6.418 *** -

기업가적 네트워크 → 창업의도 .053 .004 8.899 *** -

경제개발단계 → 창업의도 -.062 .004 -9.409 *** -

불활실성 회피 → 창업의도 -.066 .000 -10.64 *** -

비즈니스 운영지수 → 창업의도 -.206 .000 -29.94 *** -

<표 5> 구조방정식 결과

** p < 0.01; *** p < 0.00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 χ2값은 3154.448(df=20, p<0.001), 
CMIN/DF=1.906, GFI=.978, AGFI=.927, IFI=0.835, CFI=0.835, 
NFI=0.834, RMSEA(LO90)=0.077로 적합도지수가 대체로 기준

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의 구조방정식 결과를 볼 때, 창업경험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β=0.165, p<0.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경험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시한 H1은 채택됐다. 
창업경험은 기회인식(β=0.093, p<0.001)와 실패두려움(β

=-0.022, p<0.001)에도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창업경험은 기회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시한 H2와, 실패두려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제시한 H3은 채택됐다.
기존의 사회인지이론 연구들이 제시한 결과처럼,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β=0.186, p<0.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은 창업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시한 H4은 채택됐다. 
기회인식은 창업의도(β=0.111, p<0.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회인식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시한 H5은 채택됐다. 
실패두려움은 창업의도(β=-0.051, p<0.001)에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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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패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시한 H6은 채택됐다. 
사회인지 변수들 간 관계를 볼 때,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은 

기회인식(β=0.118, p<0.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은 기회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시한 H7은 채택됐다. 기업가적 자기

효능감은 실패두려움(β=-0.129, p<0.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은 실패두

려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시한 H8은 채택됐다.

5.3.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창업경험이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실패두려움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인지속성을 통해 창업의도

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변수들의 매개효과를 보

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

식, 실패두려움 각각이 창업경험과 창업의도를 매개하는지 테

스트해볼 필요가 있다. 
구조방정식(Structured equation model)에서는 매개변수 각각

의 매개효과를 보고하지 않고, 매개변수들의 통합적인 매개변

수를 보고하기 때문에, 각각의 매개변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팬텀모델 접근(phantom model approach)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

합하다(Macho & Ledermann, 2011). 
구조방정식에서는 간접 경로(indirect path) 각각에 대한 붓스

트랩을 해주지 않지만, 계수에 대한 붓스트랩은 해주기 때문

에, 팬텀모델은 가상의 팬텀 변수들을 만들어서 간접 경로가 

계수인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다. 팬텀모델을 이용

한 기존 연구의 방식을 따라(Macho & Ledermann, 2011), 이 

연구에서는 각 매개변수에 대한 팬텀 변수들을 생성하여 개

별적인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Estimate S.E .C.R .P Label

창업경험 →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 창업의도 .029 .001 20.352 *** 지지

창업경험 → 기회인식 → 창업의도 .014 .001 14.103 *** 지지

창업경험 → 실패두려움 → 창업의도 .005 .001 7.016 *** 지지

<표 6> 팬텀모델(Pantom model)에 의한 개별적 매개효과

** p<0.01; *** p<0.001

표와 같이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실패두려움은 각

각 창업경험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H9, H10, H11는 채택됐다. 이러한 변수 간 

관계를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

매개변수들의 개별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봤지만, 매개변수

들이 통합적으로도 매개효과를 지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

다. 이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경험이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실

패두려움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인지속성을 통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표를 통해 창업경험은 창

업의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48, 
p<0.001). 이는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실패두려움 

등으로 구성된 매개변수 세트가 창업경험과 창업의도의 관계

에 있어서 매개적 역할을 유의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다. 이는 창업경험이 사회인지 메커니즘에 의하여 창업의도를 

형성하는 데 유의한 역할을 하는 점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전체적인 가정은 창업경험이 창업의도를 형성하

는 데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에 있는데, 연구 결과는 

이 가정에 대해 긍정적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업경험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실패두려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165***

(.165***, .000)

실패두려움
-.043*** -.129***

(-.022***, -.021***) (-.129***, .000)

기회인식
.112*** .118***

(.093***, .019***) (.118***, .000)

창업의도
.048*** .209*** .133*** -.06***

(.000, .048***) (.185***, .023***) (.133***, .000) (-.06***, .000)

<표 7>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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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성별 조절효과

이 연구에서는 창업의도에 대한 개인의 경험 및 사회인지속

성의 영향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조절

효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했다. 조절효과 분석을 위하여 창업

경험과 사회인지속성의 관계에 대한 성별의 통합적 조절효과

를 먼저 살펴본 후 창업경험과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

식, 실패두려움의 각각 관계에 대한 성별의 개별적 조절효과

를 살펴본다. 

Model DF CMIN P
NFI

Delta-1
IFI

Delta-2
RFI

rho-1
TLI
rho2

자유모델-
제약모델

3 13.283 .004 .001 .001 -.031 -.031

<표 8> 자유모델과 제약모델의 비교

(The comparison of the unconstrained and constrained models)

※ Execution summary- Minimization: .011, Miscellaneous: 10.523, Bootstrap:
4.430, Total: 14.964

CMIN은 13.283이고, 유의수준은 p<.01로 나타나 성별에 따

른 통계적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창업

경험이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실패두려움 등 사회

인지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인지적 특성을 통한 창업

의도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창업경험과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실패

두려움의 각각 관계에 대한 성별의 개별 조절효과를 분석했

다. 이를 위하여 대응별 모수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의 방법을 활용했다. 이는 집단 간 모수차이 검정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즉 z통계량

을 통해서 성별에 따른 모수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차이가 

+-1.96 이상이면 α=0.05에서 유의하며, +-2.58 이상이면 α

=0.01에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남자 여자 남자 vs. 여자

β β z-score

창업경험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159*** .153*** 2.32*

창업경험 기회인식 .087*** .093*** .59

창업경험 실패두려움 -.036*** -.005 -2.75**

<표 9> 집단 간 모수차이 검정(Critical Ratios)

* p<.05; ** p<.01; *** p<.001

이 연구의 모델에서 성별에 따른 집단 간 모수차이 검정을 

확인한 결과, 창업경험과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는 

z-score가 2.32로 나타나 α=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창업경험의 긍정적 영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창업경험과 

기회인식의 관계에서는 z-score가 0.59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업경험과 실패두려

움의 관계에서는 z-score가 -2.75로 나타나 α=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패두려움에 대한 창업경험의 부정

적인 영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창업경험과 사회적인지적 

속성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구별되는지 통계적 경향

을 확인했다. 그리고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샘플을 각각 사용

하여 각 모델의 결과를 추가로 확인했다. 각 모델에서 여성은 

모델의 모든 관계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얻는다. 반면에 남성

은 창업경험과 실패두려움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

는 남성의 경우 창업경험이 실패두려움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Estimate S.E. C.R. P Label

창업경험 →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159 .013 17.231 *** 지지

창업경험 → 기회인식 .087 .013 9.253 *** 지지

창업경험 → 실패두려움 -.036 .014 -3.88 *** 지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 창업의도 .199 .006 22.092 *** 지지

기회인식 → 창업의도 .097 .006 10.796 *** 지지

실패두려움 → 창업의도 -.041 .005 -4.544 *** 지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 기회인식 .104 .009 11.126 *** 지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 실패두려움 -.112 .01 -11.904 *** 지지

<표 10> 여성그룹에 대한 분석 결과

Estimate S.E. C.R. P Label

창업경험 →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153 .011 18.014 *** 지지

창업경험 → 기회인식 .093 .01 10.824 *** 지지

창업경험 → 실패두려움 -.005 .011 -.563 .574 기각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 창업의도 .164 .006 20.509 *** 지지

기회인식 → 창업의도 .12 .006 15.149 *** 지지

실패두려움 → 창업의도 -.056 .006 -7.016 *** 지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 기회인식 .122 .008 14.193 *** 지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 실패두려움 -.132 .009 -15.364 *** 지지

<표 11> 남성그룹에 대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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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6.1. 요약 및 토의

이 연구는 개인의 인지적 속성, 동기, 정신모델이 어떻게 형

성되고 작동하는지를 탐구하는 사회인지이론과 스키마이론에 

기반하여, 창업경험이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실패두

려움 등 사회인지속성 및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많은 연구들이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사회인지적 속성으로 창업의도를 예

측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도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

니고 더 근원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창업

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개인의 경험이 만들어내는 인지적 효과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2016년 

25,047개 관측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

해 연구모델을 분석했다. 우선 창업경험이 기업가적 자기효능

감, 기회인식, 실패두려움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

석 결과 창업경험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과 기회인식을 높이

고, 실패두려움은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경험을 갖고 있을 경우, 기업가로서 정

보를 처리하고 판단을 하기위해 필요한 스키마가 형성되고 

기업가적 역할 모델링이 구축되기 때문에(Lord & Maher, 
1990), 기업가 스스로 기업가적 활동의 프로세스를 행하기 위

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인지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험에 기반한 구체화된 스키

마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정보를 통합하고 보다 정교한 판단

을 내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업적 기회를 더 잘 포착하

게 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될 이점을 더 잘 식별하게 된다. 이

와 함께, 창업경험은 기업가적 활동에 수반되는 위협을 관리

하기 위한 노하우를 갖게 하여, 위협을 통제 가능하다는 믿음

을 갖게 하기 때문에(Heinzel et al., 2014)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정도는 더욱 낮아지는 점을 이 연구는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실패두

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사회인지이론의 

많은 연구들이 그동안 제시해온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변수

들은 창업의도에 모두 유의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인지속성들이 기업가가 창

업의도를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번 밝혀준다

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인지 변수들이 그 자체로 창업의

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이슈보다 창업경험이 창

업의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이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창업경

험과 창업의도의 관계에 대한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

식, 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를 검정했다. 분석 결과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실패두려움은 창업경험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창업의도를 형성하는지를 설

명한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기업 설립부터 조직 운영 수익

의 증대 등 기업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이 충분하다는 믿음이 없이는 섣불리 기업가가 되고자 하

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창업경험은 기업

가적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 인하여, 기업가가 진취적 자세로

서 기업가정신 활동의 시작을 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을 충족

하도록 하여 창업의도를 갖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창업경험은 기회를 강하게 인식하게 하고, 기

회를 얻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갖게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기회획득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높아

지게 됨을 이 결과는 보여준다. 이와 함께, 개인이 기업가정

신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얼마

나 수용할 것인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진입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창

업경험을 통해 실패두려움이 완화될 경우 기업가적 활동의 

개시를 억제하는 요인은 상쇄되기 때문에, 창업의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인사이트의 하이라이트는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다. 남녀에 따라 인지적 스키마가 형성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창업경험이 사회인지속성 및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가

정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모델을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남성과 여성의 창

업경험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까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 창업경험과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는 

성별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가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창업경험의 긍정적 영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험을 통해 사회적 자원

에 접근하고 기업가적 역할모델을 형성하는 것은 여성이 남

성보다 유연하며, 여성은 기업가적 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대

한 접근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기업가적 신념과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

감은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창업경험

과 실패두려움의 관계에도 성별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실패두려움에 대한 창업경험의 부적정인 

영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 경험

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해주

며 실패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는 역할을 한

다. 이러한 경험의 기능은 위협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며 안정 

지향 속성을 지닌 여성에게 더욱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이 

결과는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창업경험과 기회인식 관계에 대한 성별의 조절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업경험은 기회인식을 향상시

키는 역할을 하지만 성별에 따라 그 중요한 영향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인지속성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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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효과 역시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을 보여줬다. 
여성의 경우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회인식, 실패두려움 모

두 창업경험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경험을 가진 개인은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과 기회인식이 높아지고, 실패두려움은 낮아져서 이를 통해 

창업의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

면, 남성의 경우 실패두려움은 창업경험과 창업의도를 매개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창업경험이 있다 해

도 실패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창업의도를 형성하는 데에도 별다른 간접효과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의도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찾는 데 있

어서 남성과 여성이 차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남성과 여성 기업가가 지닌 인지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과

거의 경험을 통해 영향받는 사회인지의 경향도 다르게 나타

나고 이를 통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와 결정도 다르게 나

타난다. 따라서 효과적인 기업가 육성 또는 기업가 교육을 준

비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하다는 점을 이 연구는 제시한다. 

6.2. 기여점

이 연구는 몇 가지 학술적 기여점을 지닌다. 첫째, 이 연구

는 창업의도에 있어서 창업경험이라는 변수의 역할을 구체적

으로 조명했다. 사회인지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의도 연구

의 대부분은 사회인지속성을 독립변수를 두고 직접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Noguera et al., 2013). 창업

의도 형성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선행요인에 해당되는 과

거 경험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이 연구

는 대규모의 글로벌 데이터에 기반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창업경험에 따라 개인의 사회인지 패턴이 어떻게 다르게 나

타나는지와, 이를 통해 창업의도가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는지

를 제시했다. 창업의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소외

되어 온 변수를 조명하여, 창업의도에 관한 사회인지이론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창업경험은 경험에 의한 학습효과 등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험의 장점을 통해 창업의도 형성 효과를 일차원적으

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왜 창업경험이 창

업의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식별하는 데 제한적

이다. 이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통해 창

업경험이 창업의도를 형성하는 조건과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

펴봤다는 점이 기존의 창업의도에 관한 계량연구들과 차별화

된다. 이는 과거 경험이 역할모델을 만들어내서 직접적 선택

에 대한 동기에 영향을 주는 데 여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인지적 속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려주기 때문에 유의한 

접근이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통해, 남녀에 따라 창업

경험에서 창업의도까지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제시했다. 성별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심층적 이

해를 이끄는 중요한 프레임을 제공한다. 앞서서 창업경험은 

사회인지속성에 의해 창업의도를 형성한다고 제시했다. 그러

나 성별에 따라 개인의 인지적 스키마는 다르게 형성되고 이

는 창업의도 형성의 전제 조건인 사회인지를 다르게 만들어

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성별은 생물학적 차이 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차이, 그리고 인

지적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Doyle & Paludi, 1985), 창업

의도를 높이기 위해 남성과 여성이 차별적 방식으로 접근해

야 함을 시사한다.

6.3. 한계점 및 향후연구

이 연구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이 연구는 창업의도를 예측

하는 연구다. 그러나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삼는 많은 연구

들이 의도와 행동의 연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Davidsson & Honig, 2003). TPB 계열의 연구에서는 

의도는 계획된 행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

장한다(Armitage & Conner, 2001). 이 연구에서 창업경험이 창

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다루었지만, 이렇게 해서 

형성된 창업의도가 기업가적 행동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창업경험이 기업가적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의 이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

에서는 종속변수를 측정함에 있어서 초기 기업가적 활동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에 대한 의도를 측정했다. 이

는 향후 3년 이내 기업가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인데, 표본의 개인은 즉각적인 기업가적 활동의 선택에 직

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치라 많

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지만(Arafat & Saleem, 2017), 이러한 

제한된 시간 범위는 측정의 유효성에 비판을 일으킬 수 있다. 
창업의도 측정에 대한 유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시간범위의 측정을 해볼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의도

에 대한 시간 범위의 제한을 두지 않거나, 다양한 시간 범위

를 두고 측정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론이 보다 견고한 지지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

다. 
이 연구에서는 창업경험이 자기효능감, 기회 인식, 실패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창업경

험은 세분화하면 종류가 다양하며 서로 다른 창업경험은 다

른 양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창업을 했으나 실패

한 경험은 성공한 경험과 다르게 향후 창업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 창업경험의 세분화를 통한 차별적 분

석을 진행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이와 함께, 이 연구에서는 연구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시점인 2016년의 글로벌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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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 논문은 창업경험의 영향

을 연구하는 것인데 이 변수는 2016년 데이터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연도의 범위를 넓히지 못했다. 또한 구조방정식 분석

의 경우 패널데이터를 구성할 경우 분석이 복잡해지고, 이 연

구처럼 다양한 매개 및 조절변수가 포함된 상황에서는 분석

의 복잡성이 더욱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

는 2016년에 해당되는 샘플로만 분석을 시도했다. 
GEM 데이터는 해마다 국가마다 거의 일률적인 양의 데이터

를 수집하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데이터의 양적 구성의 차

이는 별로 없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 기업가에 대한 각국의 

문화적 상황 및 응답자들의 기업가적 인식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여러 연도에 대해 각각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 결과의 일반화를 확보하는 것이 방법이 된다. 향후 

GEM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때 새로운 연도에서 추가적인 분

석을 하여 결과가 유지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연도에 따른 창업경험 효과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파악해내는 것도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결정과 관련

해 창업경험의 효용에 대해 제시했다.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

하는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창업경험이 많은 장점

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줬다. 그러나 문헌들은 이전 경험의 부

정적 속성도 갖고 있다는 점 또한 제시한다(Ericsson & 
Lehmann, 1996). 앞서 논의한 경험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경험

과 성과의 관계는 경험이 누적될수록 정체될 수 있다. 경험의 

양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로 인한 성과가 오히려 줄어든

다는 것이다. Westhead et al.(2005)은 경험이 많은 개인이 초

보자보다 성과를 잘 낸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경험이 

의사결정 및 성과의 성숙도를 높인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했

다. 특별히 기업가의 경우 경험이 많을수록 휴리스틱 의존도

가 더 커지며, 매너리즘에 쉽게 빠질 수 있다(Ucbasaran et al., 
2006). 경험이 많은 기업가는 과신에 빠지기 쉬우며, 제한된 

정보로부터 무리하게 작위적 추론을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

다(Baron, 2006). 이는 편견의 일종으로 봐야 하며, 이러한 편

견에 빠진 기업가는 새로운 기회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

다. 따라서 경험이 가진 긍정적 속성 뿐 아니라 부정적 속성

을 함께 고려하여 기업가가 얻는 경험의 효과를 좀 더 입체

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향후 연구에서 풀어야 할 주제다. 이러

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창업경험 및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

의 지평이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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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ion Effect of Social Cognitive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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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formation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s important in cultivating entrepreneurs and inducing 
entrepreneurial innovation in the country.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examined the direct effects of social cognition attributes as 
predi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r entrepreneurial activities. However, the fundamental factors that these social cognition attributes 
are derived from have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in the field of entrepreneurship.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and schema 
theory, this study assumes that an individual's entrepreneurial experience is an important antecedent factor in forming social cognitive 
attributes, and reveals the mechanism for how experience forms entrepreneurial intention.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 prior experience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pportunity recognition, and fear of failure which are considered to be the main variables that shape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it analyzes how these facto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long with this, the mediating role of 
these social cognitive attributes is analyz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path that leads from entrepreneurial experience to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s study also suggests how gender moderates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xperience on social cognitive attribut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entrepreneurial experience increas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opportunity 
recognition of entrepreneurs, and decrease the fear of failure. These social perception attribute significant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on the relationship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both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fear of failure.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impact of the entrepreneurial experience of failure, which corresponds to the detailed experience. Similar 
to the results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alysis, entrepreneurial experience of failure plays a role in enhancing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However, its effect on opportunity recognition and fear of failure were not significant.

An empirical analysis of data related to 25,047 entrepreneurs from 87 countries, using th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shows the differences in the formation of individual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ccording to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ognitive attributes.

The study has embodied the social cognitive theor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shedding light on the variables that are important 
but alienated for increas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Moreover, the study enhances the understanding of cognitive processes leading from 
individual experiences to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is study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ifferentiated approach by gender for 
boos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 of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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