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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대학교육에서는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진로 개척 차원에서 창업교육에 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을 이

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분하여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핵심역량으로 문제해결력 능력 매개 효과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Smart PLS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창업이론교육과 창업실습교육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긍정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이론교육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의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실습교육은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제해결능력은 진

로성숙도에 긍정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능력은 대학생들의 창업교육(이론, 실습)과 진로성숙도 

사이에서 매개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결과는 창업이론 및 실습교육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직접 효과, 창업이론 교육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도출하였

지만, 창업실습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없다. 반면 창업실습-문제해결-진로성숙도의 간접효과를 판단해 볼 때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창업 실습교육은 창업 이론교육과 달리 그 자체로서는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의 창업 실습교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설

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핵심주제어: 창업교육, 이론교육, 실습교육, 진로성숙도, 문제해결능력

Ⅰ. 서론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진로영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병합되었다. 1, 2, 3차 산업혁명을 통해 과학 기술발달

을 하면서 시대적으로 교육지원체제 및 교육생태계도 함께 

발달하였다. 오늘날 4차산업혁명에서는 혁신과 창의성으로 문

제해결을 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인재육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학 교육현

장에 창업교육시스템으로 대학생의 진로 교육에 반영하고 적

용하기 시작하였다.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에서 초기 1차
(2013~2017), 2차(2017~2021) 개발 과정을 거쳐서 창업교육 확

산, 대학 내 창업 인프라 구축,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정책을 

수립하였다.
무엇보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창업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기업가정신 함

양, 협력과 협업역량 강화, 메이커, 시뮬레이션 교육 등’ 창업

교육의 이론과 실습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혁신적

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대학교육현장에 활발하게 적용되었

다. 이에 이종구·김호원(2020) 연구에서 밝힌 대학의 진로 차

원에서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아래 <표 1>에 

정리하였다. 세부적으로 ‘5세대 발전기’부터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진로영역에서 창업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기구로 변화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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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대학의 진로 역할 변천 과정 특징 비교

1세대 부재기
1990년대

취업문화의 출현으로 하위 문화요소들이 생성되면서 취
업진로기구가 잉태하는 시기였다. 개발경제의 성장세에 
탑승한 대기업들의 정형적인 공채 시스템 도입이 큰 영
향을 주었다.

2세대 태동기 취업진로기구의 형태가 출범한 초기 모습이다. 90년대 

<표 1> 시대별 대학의 진로 역할 변천 과정 특징 비교



안태욱·이인아·권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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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종구·김호원(2020)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교육에 대한 효과를 창

업 의도, 창업 성과에 관한 연구가 집중되었고, 또한 대부분

의 창업교육을 단일 차원에서 효과성 검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Ahmed et al., 2020; Boyd & Vokis, 1994; Jena, 
2020; Linton & Klinton, 2019).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의 다양한 측면, 즉 진로 

차원으로 효과성 검증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안태욱·박재환

(2018)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

향이 있는지 연구하였다. 길명숙 외(2017) 연구에서는 중학생

을 대상으로 창업가정신이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

향이 있는지 실증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질까?’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4
차산업 시대 필요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여 

창업교육이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줌으로써 궁극적인 진로성숙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

다. 이혜진 외(2016) 연구에서 창업교육이 창업지식을 매개하

여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

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창업교육의 이론과 실무 차원으로 

구분하여 효과성 검증을 함으로써 향후 창업교육 효과성 검

증을 위한 학문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대학 현

장에 진행되고 있는 창업교육에 관한 개선점과 효과성을 밝

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배경

2.1. 창업교육

창업교육은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요인이다. 김선우(2016)
는 창업교육을 창업을 위한 단순한 교육을 뛰어넘어 진로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목적, 업을 찾아가는 플랫폼으로

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
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대학창업 운영 매뉴얼 3.0+’ 발간

하면서 창업교육은 개인적 관점에서 도전정신, 혁신성, 진취

성 등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능력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력 향

상 또한 개인의 취·창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으로 청년창

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창업교육을 다양한 부처별, 기관

별,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안태욱(2021)은 산학협력 EXPO 2021 창업교육포럼에서 지

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며 대학의 자원인 공간, 인력,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개방하여 창업교육 확산, 올바른 

창업문화 조성, 창업 인프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Think 
tank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창업교육은 선택

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대학 창업교육이 중심이 되었고, 
지역, 초중고 확산되면서 유의미한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였

다. 특히 최근에는 진로 차원으로 창업을 인식하기 시작하였

다. 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으며 점진적으

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창업교육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하여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창업이론 및 창업 실무 교육이 확대

되면서 청년창업에 대한 재정적·공간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되

었다. 
최종인·양영석(2012)은 질 좋은 창업교육을 위해서 창업에 

대한 이론교육, 사례 중심의 옴니버스 강의에 관한 한계를 극

복하여 ‘자기 주도적 창업실습’ 훈련을 강조한 연구를 발표하

였다. 대학교의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론, 실무 교

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차별화되고 있다. 

2.1.1. 창업 이론교육

창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가

르치는 것을 창업이론교육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창업교육

에서 이론교육은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과 비즈니스 

모델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지원 정책 등 이론적 지식, 
창업 관련 정보를 강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창업

교육 전문가들이 분야별·주제별로 분담해서 강의 형태로 제공

하고 있다(김용태, 2018). 
이일한 외(2009)는 창업대학원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형태

를 구분하여 분석하면서 이론교육을 정규 교과목, 비정규 과

목(특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의 이론교

1990년대~IMF이
전

초중반은 대기업들의 외형성장에 따른 대교무 정기 공
채가 본격화 되면서 대학들이 이러한 취업환경에 탑승
하는 가운데 취업진로기구가 출현했다.

3세대 출범기
IMF이후~2004.07.

IMF 사태 이후 취업공항으로 이어지면서 위기를 노낀 
대학들이 2세대 취업진로기구를 대폭 정비하는 과정에
서 생성되었다. 관련 시스템 개발과 인프라 개선에 눈
을 돌리는 시기였다.

4세대 성장기
2004.08.~2015.12.

교육부의 권고안으로 대학들이 발전된 모델을 구축하면
서 기국의 입지와 위상이 격상되는 시기였다. 전문인력 
보강과 예산확대가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이고도 내실을 
기하는 변화가 있었다.

5세대 발전기
2016.01._2019.12.

창업이 취업의 연장선에서 기구내로 병합 되는 시대였
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취업의 연장선에서 창업이 부
상하면서 취업진로기구와 또 한 죽을 형성했다. 창업 
붐이 관련 기구 변화에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6세대
2020.01.01.~

코로나 사태에 따른 디지털 시대에 탑승한 비대면 취업
환경이 새로운 기구 출범을 가져오는 도화선으로 작용
했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인 요소들을 반영하는 프로
그램 및 시스템 설치가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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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적용하였다. 특히, 기존의 창업이론 교

육에서 활용한 핵심요인으로 창업가적 특질과 성향 변수, 창

업 의무, 창업 리스크, 창업 절차 등으로 주로 가르치는 사람

의 지식 중심으로 전달하는 수동적 교육 방법으로 활용된다

고 밝혔다. 

2.1.2. 창업 실습교육

창업교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실을 바탕에 두고 현장 중

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단순히 이론교육으로 해결하

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창업교육에서 다양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습교육이 필요하다. 창업교육이 이론교

육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거나 실습, 체험, 액션 러닝 

등 교내 교과 및 비교과 과정으로 다양한 형태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창업실습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

서는 대학 내 창업전문가, 창업교수진,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청년인턴제’와 같이 창업 

현장실습, 모의 창업 시뮬레이션 등이 존재한다(김용태, 
2018). 최근 정부가 다양하고 적극적인 창업교육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교육에 대한 양적인 증가에 집중되어 

있고, 체험, 실습을 통한 실무적인 실습교육은 다양하지 못하

고 대학에서 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실질적인 창업실

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기 주도적 창업실습 훈련을 

하기 위해서 창업 프로세스별 워크시트를 개발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최종인·양영석, 2012). 
이일한 외(2009)는 5개 창업대학원의 실습교육을 멘토링, 인

턴십, 현장실습, 국내 연수, 해외연수, 역량 강화/특화 수업, 
졸업논문 및 사업계획서 작성, 포스터 발표, 창업경진대회, 로

켓 피치 발표대회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대학창업교육 5개
년 계획이 1, 2차로 지난 10년간 구축되었지만, 여전히 대학 

교과과정에서 이러한 실습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서는 전문인력, 인프라, 교과과정 등이 고도화 노력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최민정(2016)의 창업교육 실습교육 선행연

구를 적용하였다. 창업실습교육에는 Piperopoulos & Dimov 
(2015) 연구를 바탕으로 창의성, 팀 빌딩, 아이디어 창출, 네

트워킹, 사업계획서 피칭, 판매(홍보), 멘토링, 시뮬레이션 등

을 중점으로 Learning by Doing 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2.2. 문제해결능력

4차산업을 처음 제시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변혁적인 디지

털 기술기반 산업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협동심·도덕성 등이라고 밝혔다(정유철, 2017). 
창업에 있어서 문제해결능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창업

교육을 통해서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창업교육의 중요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상

황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을 통해서 현명한 의사결정이 긍정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높

은 영향을 미친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

들에게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역량을 강조하는 문제해결능력

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정현진·김창완, 2018). 
특히 창업가의 역량에 필요한 능력들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하였는데 Morris et al.(2013)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 중

요한 핵심역량이라고 분류하였으며, Kivunja(2015)는 학생들이 

깊이 생각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자(문제해결능력)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D'zurilla & Nezu(1990)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과 문

제를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

하려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미국의 21세기 선진 교육으로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2012)에서 강조한 4Cs는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동심(Collaboration), 창

의력(Creativity)이라고 밝히며 21C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판

적 사고(문제해결능력)가 반드시 함양해야 할 핵심역량이라고 

밝히며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를 함양시킬 필요성 있다

고 강조하였다. 

2.3. 진로성숙도

Super(1995), Crites(1961)의 의해 진로성숙도 개념이 발달하

였고, 한 개인이 연령 단계별 이루어야 할 직업발달 과업과 

준비도로 바라본 개념이 Super의 논리이다. 반면에 상대적으

로 동일한 계층, 연령층을 비교해서 직업 준비의 정도를 바라

본 개념은 Crites의 논리로 두 사람은 차이가 있다. 진로성숙

이라는 개념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개념과 발달적 개념으

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황미경·문영주(2012)의 연구에

서는 진로성숙도를 매개요인으로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 및 
직업 역량에 진로준비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

였다.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가족 관련·학

교 관련 요인이 주로 연구되었다(김성경, 2008; 정윤경, 2005).
또한, 진로성숙도의 개념에서 개인이 진로를 선택, 의사결정 

하면 자신이 명확하게 평가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임경·변중우(2018), 유은경(2018)
의 연구에서 진로성숙도 지표를 사용하였다. 한희진 외(2018)
의 진로성숙도 연구에서 개인의 생애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진로 선택을 위한 대한 태도·능력 정도를 의미한다고 밝히며,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 선택과정에서 중요한 핵심요인으로 인

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 측정 도구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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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에 또한 창업교육과 진로성숙도 사이에서 문제

해결능력이 매개 효과를 미치는지에 관한 메커니즘을 실증적

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 <그림 1>와 같이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의 설정

3.2.1. 창업교육과 문제해결능력

창업교육을 받은 대학생은 창업 과정에서 직면한 다양한 문

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신승훈·유동숙(2014)은 외식 

창업 관련 교과목을 수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중심

학습과 일반적인 강의 방식을 구분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분석

한 결과 문제해결 중심학습을 수여한 학생이 더욱 효과적으

로 문제해결을 한 것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김도현 외(2018)
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과 셀프리

더십과 사회적 문제해결력 향상 간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 기

업가정신이 청소년의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였

다. 이렇게 외식 창업 관련 교과목을 수행한 대학생 및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이 실제로 문제해결능력에 유의

미한 긍적의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분하

여 창업교육을 받은 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창업교육의 이론교육은 문제해결능력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창업교육의 실습교육은 문제해결능력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창업교육과 진로성숙도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수여한 학생들은 향후 창업 의도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진로 측면에서 주도적으

로 개척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실질적으로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실업계고등학교, 중학생 대상의 창업교육이 진로

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안태욱·박재환(2018)은 대학생 창업교육 역량이 진로준비 행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기업가정신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경희·성창수(2016)는 창업교육 이수 

및 미이수 집단으로 대학생을 구분하여 진로 결정 자기효능

감, 기업가적 경력 의도, 경력준비 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창업교육을 이수한 대학생은 기업가정신 함양으

로 진취적이며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 취업 준비 활동에 영향

을 미치며 진로 선택에 있어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

다. 양영석·김명숙(2015)은 창업교육뿐만 아니라 창업동아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실습 활동

이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밝히며, 진취적인 

사고, 창의성, 자기 주도적 기반으로 문제해결 중심형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대학 내에서의 창업교육뿐만 

아니라 정의정(2014)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Bizcool 창업교육이 진로성숙도 및 진로 의사결정에 효과적이

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길명숙 외(2016) 연구에서 창업

가정신이 중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자

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질적, 양적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

설을 제시한다.

가설 3: 창업교육의 이론교육은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창업교육의 실습교육은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3. 문제해결능력과 진로성숙도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한 대학생은 창업 및 진로성숙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간호대학, 마이스터고, 초등학교 학생

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우선, 안성미·김경희(2018)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

제해결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

과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이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함승연(2014)은 마이스터고

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평가 문제해결

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연구하였으며, 연

구결과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성숙도 능력 영역의 합리적 의

사결정과 정보탐색 요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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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조수은·최윤경(2015) 연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행위 중심문제해결을 활용한 집단진로상담이 진로성숙

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실증연구하였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ABPS(Action-based Problem Solving: AbPS) 방법론이 진

로성숙도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5: 문제해결능력은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문제해결능력의 매개 효과

창업교육 관련한 연구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은 매개변

수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김보혜·김창완(2021)은 디자인씽킹

교육이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 자기

효능감과 창업 의지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을 매개 효과를 

분석하여 완전 매개 효과를 증명하였다. 또한, 신수지·서수균

(2018)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지연 행동 사이에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여 심리적 개입의 중요성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정선(2020)은 셀

프리더십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항공서비스전

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

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

시하였다.

가설 6: 문제해결능력은 창업이론교육과 진로성숙도 사이에 

매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문제해결능력은 창업실습교육과 진로성숙도 사이에 

매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측정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모형과 가설에서 정의된 변수를 측정

키 위하여 아래 <표 2> 설문 문항을 수립하였다. 

<표 2> 측정 문항

측정개념 측정 문항별 주요 내용 관련 연구

창업이론
교육

창업가 동기부여/창조와 혁신 고취
추진력 고취/ 창업에 필요한 이론지식 

획득/사업에 필요한 자원 획득 Piperopoulos &
Dimov(2015),
최민정(2016)창업실습

교육

창업 성공 및 실패 사례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사업기회와 사업컨셉 개발 
창업 현장학습형 실습과정 제공

문제해결
능력

문제 해결 방안 다각도로 생각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 도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 도출
문제의 원인 파악

서경화
외(2016)

양통일·윤정욱
(2020)

진로
성숙도

내가 좋아하는 직업 선택
선택한 직업에서 성공 자신감
진로에 대하여 확실하게 결정

계획한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파악

김임경·변중우
(2018)

유은경(2018)

창업이론교육과 창업실습교육은 Piperopoulos & Dimov 
(2015), 최민정(2016)의 연구를 참조하여 각각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제해결능력은 서경화 외(2016), 양통일·윤정

욱(2020)의 연구를 참조하여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

막으로 진로성숙도는 김임경·변중우(2018), 유은경(2018)의 연

구를 참조하여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설문 문항은 리

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에서 창업을 전공했거나, 최

근 창업교과목을 수강,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250부
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173부를 회수하여 결측치가 있는 20부
를 제외한 153부의 유효설문지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

다. 본 연구대상을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창

업교육을 받은 학생이 창업까지 연계하는 데 있어 부모의 걱

정, 본인의 의지, 지속적 성공을 담보하지 못하며 창업을 해

야 한다는 막연한 부담감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문제 접근에 있어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문제

해결능력이 뛰어나며 향후 본인의 취·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진로성숙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역량이라고 판단

되어 이러한 메커니즘을 연구하고자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설문 조사는 구글 설문지 플랫폼을 이용하여 창업교

과목,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을 진행하였으며, 되도록 성실하게 설문에 응해 달라고 부탁

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와 Smart PLS를 사용하였

다. PLS는 표본 크기와 잔차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른 

통계 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고(Chin, 1998), 이

론적인 구조모형에 대한 평가 및 측정모형 평가를 동시에 구

현할 수 있으며,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에 대하여 동시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김공수 외, 2021; 김근아·김상현, 
2015).

Ⅳ. 실증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표 3>에 설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제시하였다. 우선 모집단의 특성은 남학생이 97명(63.4%), 
여학생이 56(36.6%)명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10명(6.5%), 2학년이 8명(5.2%), 3학
년이 38명(24.8%), 4학년이 25명(16.3%), 졸업이 72명(47.1%)이
다. 졸업생이 많은 이유는 지난 학기 수업 및 프로그램에 참

여했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했기 때문이다.
전공계열을 보면 인문·사회계열 63명(41.2%), 자연계열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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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공학 계열 53명(34.65), 기타 15명(9.8%)으로 나타났

다. 전공만족도 항목을 보면 전공에 만족하다가 123명(80.4%), 
만족하지 못하다가 30명(19.6%)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수강 

동기는 학점, 추천, 지원제도 등 수동적인 개념과 본인 관심

과 미래준비라는 능동적인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수동적 개념

인 학점 이수가 21명(13.7%), 주위 추천이 13명(8.5%), 각종 

지원 혜택이 7명(4.6%)으로 약 26%를 차지하였으며, 능동적 

개념인 본인이 관심 있어서가 64명(41.8%), 미래준비가 48명
(31.4%)으로 약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계획

은 창업이 62명(40.5%), 취업이 58명(37.9%), 공사와 공무원이 

9명(5.9%), 기타 24명(1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성 97 63.4

여성 56 36.6

학년

1학년 10 6.5%

2학년 8 5.2%

3학년 38 24.8%

4학년 25 16.3%

졸업 72 47.1%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63 41.2%

자연계열 22 14.4%

공학계열 53 34.6%

기타 15 9.8%

전공만족도
만족 123 80.4%

불만족 30 19.6%

창업교육
수강동기

본인관심 64 41.8%

학점이수 21 13.7%

주위추천 13 8.5%

각종지원 7 4.6%

미래준비 48 31.4%

향후진로

창업 62 40.5%

취업 58 37.9%

공사/공무원 9 5.9%

기타 24 15.7%

4.2. 요인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포함한 창업교육, 문

제해결능력, 진로성숙도로 구성된 연구모형의 설문 항목이 연

구 방향 및 의도가 동일하게 제대로 측정되었는지 신뢰도 분

석과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a값으로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였고, 요인분석으로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합성 신뢰도와 평균분산추

출 값을 통하여 사용된 변수 및 측정 문항의 개념 타당성 및 

집중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수의 Cronbach’s a값이 

0.8 이상으로 도출되어 제안한 측정 문항에 대한 충분한 신뢰

성을 인정하였다(Hair et al., 2012). 또한, 합성 신뢰도 값이 

0.9 이상으로 도출되었고, 평균분산추출 값도 0.7 이상으로 도

출되어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의 수렴 타당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그리고 집중 타당

성 분석 결과 연구모형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Smart PLS 3.0 경우 SRMR, 
NFI 등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제공하고, 이를 확인한 결과 연

구모형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 집중 타당성 분석 결과

측정개념 요인적재치 Cronbach’s a 합성신뢰도 평균분산추출값

창업이론
교육

.851

0.887 0.922 0.748
.851

.740

.752

창업실습
교육

.710

0.929 0.950 0.825
.805

.762

.786

문제
해결능력

.796

0.926 0.948 0.819
.808

.828

.839

진로
성숙도

.669

0.878 0.916 0.733
.788

.840

.756

모형적합도 SRMR=0.051, NFI=0.856

4.3. 판별 타당도 분석

판별 타당성 확인을 위해 AVE 제곱근과 잠재변수 간의 상

관계수를 비교하였다. Fornell & Larcker(1981)에 따르면 AVE 
값이 변수들의 상관관계 값보다 커야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

며, 분석 결과 AVE 값이 변수들의 상관관계 값보다 높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모형이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

였다고 판단한다(윤병선·김천규, 2019). 판별 타당도 분석은 

아래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

이론교육 실습교육 문제해결능력 진로성숙도

이론교육 0.865 　 　 　

실습교육 0.710 0.908 　 　

문제해결능력 0.534 0.510 0.905 　

진로성숙도 0.490 0.522 0.659 0.856

4.4. 경로 분석

Smart PLS를 적용하여 연구가설을 Bootstrap resampling 기법

을 이용하여 반복적 회귀분석 과정을 수행한 결과 T값과 P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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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출하였다. 연구가설 검증 결과 설정한 5개의 연구가설 

중 1개 가설이 기각되었고, 나머지 4개 가설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아래 <표 6>에 제시하였다.
첫째, 창업이론교육이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β=.265, p<.029). 둘째, 창업실습

교육이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도 

채택되었다(β=0.346, p<.002). 셋째, 창업이론교육이 진로성숙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3도 채택되었다(β=.214, 
p<.029). 넷째, 창업실습교육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다섯째, 문제해결능력이 진로

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5는 채택되었다(β
=0.516, p<.000).

<표 6> 연구가설 검증 결과

가설경로 경로계수 T값 P값 결과

H1.
창업이론교육  

문제해결능력
0.265 2.187 0.029 채택

H2.
창업실습교육  

문제해결능력
0.346 3.056 0.002 채택

H3
창업이론교육  

진로성숙도
0.214 2.192 0.029 채택

H4.
창업실습교육  

진로성숙도
0.063 0.726 0.468 기각

H5.
문제해결능력  

진로성숙도
0.516 7.302 0.000 채택

4.5 매개 효과분석

Boot strapping을 통해서 간접효과의 경로계수와 유의성을 통

하여 매개 효과분석을 검증하여 아래 <표 7>에 제시하였다. 
문제해결능력 매개변수의 가설검증 결과 가설 6, 가설 7 모두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설 6은 대학생들이 창업이론 교

육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고, 이를 매개로 진로성숙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고, 가설 7은 

대학생들이 창업실습교육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고, 
이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문제해결능력 매개 효과 검증 결과

가설경로
경로
계수

T값 P값 95% 신뢰구간 결과

H6.
창업이론교육-
문제해결능력-
진로성숙도

0.137 2.0867 0.038 [0.017,0.260] 채택

H7.
창업실습교육-
문제해결능력-
진로성숙도

0.178 0.061 0.004 [0.056, 0.295] 채택

Ⅴ.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에 관한 관심 

속에서 대학에서 창의적인 인재육성, 기업가정신 확산, 청년

들의 다양한 진로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기회 확대 등 대학의 

창업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창업에 대한 성

과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창업교육을 단

일 차원이 아닌 세분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창업이론과 창업실습 교육으로 구분하

여 실증연구를 하였다. 특히 불확실한 시대에 문제해결역량이 

중요한 시점에 창업교육과 진로성숙도 사이에서 어떠한 매개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창업교육을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

구모형을 기준으로 Smart PLS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고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이론교육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긍정의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실습교육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긍정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이론교육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의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창업실습교육은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제해결능력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의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의 

매개 효과분석에서는 대학생들의 창업교육(이론, 실습)과 진

로성숙도 사이에서 문제해결능력이 매개요인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모두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대학의 창업교육(이론, 실습)에 효과성에 있어서 4
차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긍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학에서 창업교육(이론, 실습)을 확

대하고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 변화가 빠르고 다양하며 펜데믹19 
이후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문제해결력을 갖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이다. 
본 연구에서 밝힌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유의

미한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 하겠다. 지난 몇 년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에서 

창업지원을 확대하였다. 이는 기존의 학문적 접근이었던 창업

교육의 효과성 연구를 경영성과, 창업 성과, 창업 의지에 집

중적으로 연구되었다면 본 연구를 통해 진로 차원에도 효과

가 있음을 입증한 학술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

해서 창업교육의 확장적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는 학술적 시사점이 깊다고 하겠다. 그리고 

창업교육을 창업이론과 창업실습으로 세분된 효과성 검증을 

시도하였다는 것이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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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창업이론교육은 문제해결능력, 진로성숙도에 미

치는 직접 효과 있었지만, 창업실습 교육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있지만,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

는 없었다. 반면 창업실습-문제해결-진로성숙도에 대한 간접

효과를 판단해 볼 때, 창업 실습교육은 창업이론 교육과 달리 

그 자체로서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는 연구

결과 밝혔다. 즉, 창업 실습교육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

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해결능력을 올렸을 때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대학 창업교육에서 창업실습 교과목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향후 대학창업교육 고도화·효과성을 높이고 대학생의 진로 차

원으로 유의미한 긍정의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창업실습 교

육을 보다 실효성 있도록 커리큘럼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창업교육이 대학에서 양적으로는 확산

되었지만, 창업교과목에 관한 세부적인 진단, 분석, 보완 재설

계를 통한 대학 창업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심층연구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한 결과를 보면 

대학 창업교육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업실습 교육에 대

한 개선점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커리큘럼 및 교육 방법론, 창

업교육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대학의 창업교육 

(이론, 실무)이 단순한 지식전달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역량을 높이며, 대학생들의 사회진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긍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을 단일 차원 아닌 이론, 실습 창업

교육 세분화 한정된 많은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유의미

한 연구를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대학생을 표본으로 하였다. 일부 대

학 창업교육(이론, 실습)을 받은 대상이기에 전체 대학을 대

표하지 못한다는 일반화의 오류가 존재한다. 둘째, 실질적으

로 대학마다 창업교육 수준, 질, 양 등 체계가 대학마다 표준

화되어있지 않고 대학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본 창업교육

은 전국에서 실행 중인 대학 창업교육(이론, 실습) 교과과정

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집단 간 비교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연구표

본을 창업교육을 수강한 집단, 창업교육을 한 번도 수강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창업 

교육받기 전, 후를 비교·분석하여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것도 추가 분석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실습교육에 대한 정의가 대학마다 달라서 

이에 대한 개념 정의, 창업실습 교과목 구성, 표준화, 체계화

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서 더욱 면밀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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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al

Education on Career Maturit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roblem Solv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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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iversities in terms of nurturing creative talents and career 
paths have been emphasized.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mechanism of how the effectivenes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ffects career maturity by dividing it into theoretical education and practic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with problem-solving competency 
rather than a single dimension. This study perform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Smart PLS for 153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oretical and practic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problem-solving ability. Second, theoretic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d a positive (+) effect on career maturity. 
but practic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did not have a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maturity. Third, problem-solving ability had a 
positive (+) effect on career maturity. Finally, the mediating effect analysis revealed that problem-solving ability had mediating effects on 
bo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s the effectiveness and dire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both in 
theory and practice at a time when it is urgent to foster inspiring and creative talent in universities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In particular, it was analyzed that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ducted at universities is required to upgrade the curriculum, content, 
methodology, and subject design of practic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improvement so that the effect 
of practic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ca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maturity. 

Keywords: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oretic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actic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Career Maturity, 
Problem-solv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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