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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창업교육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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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창조경제는 아이디어가 대중화되고 사업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이디어의 사업화는 창조경제를 발전
시키는 선순환 도구이며 이를 위한 기업가정신과 창업은 창조경제의 핵심동인으로 작용한다. 창조경제에서는 경제주
체들의 창의성이나 지적재산권 등이 소득과 고용창출을 이끄는 비즈니스가 발전하고, 융·복합 사고와 창의적 기획력
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된다. 융·복합 사고와 창의적 기획력은 항상 20대의 젊은 
청년들로부터 많이 나왔다. 그렇기에 젊은 시절의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 그리고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풍토는 좀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창업의 길로 이끌고 바로 그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는 국가 경제를 한
층 젊고 활기차게 만든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시키는 교육과정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 중 창조경제시대에 융·복합 사고와 창의적 기획력을 증진시키는 체계적인 창업교육 교육
과정의 개발은 최우선 순위인 것이다. 융·복합 창업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본 연구는 기초통계연구를 통
해 프로세스 중심의 융·복합 창업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제시한다. 

주제어 : 창업학, 창업교과과정, 융·복합 창업교육, 창조경제, 프로세스 교과과정, 교수법

Abstract Creative economy has been characterized by ideas popularized commercialization.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idea is to develop a creative economy virtuous circle tool, entrepreneurship and 
start-ups for this serves as a key driver of the creative economy. Convergence, complex thinking and creative 
planning ability is always a lot from the 20s came a young man. So young age of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is easily capable of founding a new culture is created by the right products and 
services they lead the more outstanding talent in the way of entrepreneurship creates even young and energetic 
national economy. Such a wide range of system implementat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to complete the 
creative economy with ecology is also a very critical situation. The development of a systematic 
entrepreneurship curriculum that promote creative thinking and planning ability for creative convergence of 
economic times is a top priority. The present study considered that the early stages of convergence 
entrepreneurship program presents a convergence proces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rough a 
process-oriented research based on statistics.

Key Words :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curriculum, Curriculum convergence, Creative economy, Process
curriculum, Didac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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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창조경제에서는 아이디어가 화되고 사업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드웨어경제의 정 으로 장비나 

정보가 보편해진 반면, 창의성이 경쟁력을 갖는 경제환

경이 된 것이다. 아이디어의 사업화는 창조경제를 발

시키는 선순환 도구이며 이를 한 기업가정신과 창업은 

창조경제의 핵심동인으로 작용한다. 창조경제에서는 경

제주체들의 창의성이나 지 재산권 등이 소득과 고용창

출을 이끄는 비즈니스가 발 하고, 융·복합 사고와 창의

 기획력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가 많이 제공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경제  가치이외에 

사회 , 술  가치 등을 포함함으로써 경제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5,15]. 

융·복합 사고와 창의  기획력은 항상 20 의 은 청

년들로부터 많이 나왔다. 그 기에 은 시 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교육, 그리고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풍토는 좀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창업의 길로 이끌고 바로 그들

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는 국가 경제를 

한층 고 활기차게 만든다[15].

정부에서도 이러한 요성을 인식하고 학에 한 

산학 력을 통한 창업지원에 집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소기업청의 ‘창업선도 학’사업과 2012

년에 시작된 교육부의 ‘산학 력선도 학(LINC)’사업에

서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창업교육을 총 하고, 

학 내 창업교육 체제 구축  학생창업에 한 지원강화

를 모색하고 있다. 한 2014년에는 국 17개 시도별 창

조경제 신센터를 출범시켜 창의 인 지역 인재, 창업·

벤처기업, 학·연구기 , 지자체 등 지역의 창조경제 역

량을 연계하여 지역 내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서, 우리경제 반에 창조경제가 뿌리내리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지

속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창조경제 생태

계를 완성시키는 교육과정 개발 역시 매우 요한 상황

이다. 그  창조경제시 에 융·복합 사고와 창의  기획

력을 증진시키는 체계 인 창업교육 교육과정의 개발은 

최우선 순 인 것이다. 융·복합 창업교육과정을 해서

는 실무와 이론  기반을 토 로 한 로세스 심의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실증연구가 미진한 융·복합 창업 로그램의 기 단

계임을 고려해 본 연구는 기 통계연구를 통해 로세스 

심의 융·복합 창업교육을 한 교과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창업교육에 한 학자들의 

과 국내외 학의 창업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융·복합 창업교육 교과과정의 체계를 

제시한다. 

2. 창업과 창업교육

창업자는 성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많은 

난 과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한다. 일반 으로 창업자가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  수 있다. 창업

자는 제품을 제작하고 마 을 비하는 창업 비기, 

기시장에서 제품을 매하는 시기, 단 에 해당하는 

정체기, 단 을 극복하고 기 다수 시장에서 제품의 

매를 시작하는 시기, 기 다수 시장에서 매출이 폭발

으로 증 하는 시기를 거치게 된다. 창업의 성공을 하

여 필요한 것들은 창업의 단계별로 조 씩 다르다. 창업

을 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요한 것은 기업가정신에 

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기업가정신이란 수익창출과 사

회  책임을 다하는 사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창

업자에게  하나의 요한 시기는 정체기, 즉 단  극복

기이다. 성공하느냐 좌 하느냐가 이 시기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창업자에게 인내심과 자신감, 도

 정신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 할 수 있는 힘

을 필요로 한다. 기 다수 시장에서 매가 시작되면 창

업자는 조 씩 바빠지기 시작하고, 토네이도 국면에서는 

창업자의 리능력이 가장 요하게 된다. 효율 인 조

직시스템과 재무회계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1,11,12,13]

이러한 창업과정은 기술창업사업화 알고리즘

(Technology Entrepreneurship and commercialization, 

이하 TEC)1)과 비교함으로서 로세스 심의 창업교육 

알고리즘를 이해할 수 있다. Barr et al, (2009)은 TEC 알

1) 1990년대 중반 미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공대와 경영대 교수들에 의해 공동개발된 창업교과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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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 창업교육 단계를 기술-제품-시장이라는 T-P-M

을 근간으로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아이디어, 정보수집1, 

정보수집2, 사업화 략, 사업화실행 등 5단계로 구성하고 

각 단계를 거치며 추가개발에 한 의사결정  지 재

산권 획득을 통한 창업으로 TEC 알고리즘 창업교육 단

계를 제시하 다[3,8,9,12,19].

Phase
Success 

courses
 Curriculum

The idea 

derived

 Founded 

preparation 

machine

Navigation and discovery of 

markets and technology,

Creative techniques,

Technical specifications,

Product specification,

Market Segments specification,

Product Development

Step 1. 

Information 

Collection

Initial market

Micro-macro understanding 

(technical, legal, market, 

organization, production, 

finance, etc.),

 Understanding the 

Information Economy,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Phase 2 

Information 

gathering

Overcoming 

break

Market Segmentation 

Product strategy analysis

Commerciali

zation 

Strategy

Early 

majority 

market

Build a business model,

 Factor modification strategy

Commerciali

zation 

Strategy 

Practice

 Early 

majority 

market

Core assets,

 Complementary assets, 

configurations and practices 

established,

 Practice writing a business 

plan

<Table 1> Entrepreneurship courses and the algorithm

이 같은 반복과 실행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세 가지 내

용인 가치제안서,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략을 자신

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첫째, 명확한 가치제안서를 만든

다, 여기에서 우리 제품이 무엇이고 가 이를 구합하며 

왜 구입하는지를 간결하고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

다. 둘째, 가치제안서를 바탕으로 이를 어떻게 만들고 이

익을 낼 것인지를 추가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 즉 가

치사슬의 요소들이 주요활동들이며 산업지도 분석에서 

자신이 어떤 포지션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비교우 는 

무엇인지, 이익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이 같은 비즈니스모델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

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TEC 알고리즘 창업교육을 통

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미 공부한 공학, 디자인, 경상, 

인문학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제품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1,2,3].

이러한 창업교육에 한 에서 교육과정과 련한 

표 인 학자들의 시사 을 살펴보면 첫째, 창업교육의 

목 은 창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는데, 이는 사업시작단계와 성장사업단계의 두 가지 

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업시작단계의 에서는 

‘business entry'에 을 두어 창업의 시작단계로 한정

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성장사업단계의 에서는 창

업의 시작단계와 성장진입단계까지 필요한 내용을 포함

해 교육과정을 설계해야한다. 둘째, 학에서의 창업교육

은 잠재  창업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직업개발의 

으로 근해야 하며, 이론 강의보다는 체험식 학습 방

법이 강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창업교육

의 효과를 제고하기 해서는 학습 참여자의 개인  동

기  환경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0,12,14,17].

Division
Perspectives on 

entrepreneurship
Emphasis

Ronstadt New School Experiential learning

McMullan 

& Long

Growth

Venture

Position

Strategy and 

Creativity

Vesper
Start-up

Position
Foundation plan

Shapero
Entrepreneurial

Event

Founding generation 

conditions and 

personal motivation

<Table 2> Perspectives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3. 국내외 대학의 창업교육 현황

3.1 국내대학의 창업교육 

국내 창업교육은 1990년  후반 들어 속히 성장하

다. 1980년까지는 경 학 주의 기업 컨설 능력 배

양을 한 소기업경 론이 주요 교과목이었고, 2000년

까지는 소기업 경 에 한 지원차원의 창업 소개와 

소기업 인력난 해소  구직난 해소의 창업활동 강화

를 한 소기업론, 소기업창업론, 소기업지원체계

론 등이 주요 교과목이었다. 2000년 이후에는 경 학에

서 다루지 않은 실용 인 과목들이 포함되었는데, 창업

련 개념, 창업과정의 개요, 창업의 결정요인, 사업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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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 Subjects

Kang

Won

Entrepreneurship marketing

Founded planning and business management

Smar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Finance and Accounting for Start-ups

Entrepreneurship and Technology Valuation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Kyung

Il

Design Thinking and Innovation

Venture Start-up concert

New growth engines and venture start-ups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art-up

Venture-site visits

Creativity and innovation

Creative Management

Entrepreneurship success stories

Campus CEO

Yeung

Nam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strategy

 development

Technology start-ups trends

Established business plan planning practice

Practical engineering technology start-ups

Humanities / Social / services start-up

<Table 3> Founded leading universities entrepreneurship
courses

Cho

Sun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entrepreneurship

Founded Photonics Engineering Lecture

ICT Fusion creative entrepreneurship

Global Youth entrepreneurship

ICT Venture Start-up

Design of cultural contents freelance

entrepreneurship

Youth entrepreneurship knowledge services

LED bulb light sensitivity entrepreneurship

JeJu

Invention and entrepreneurship

Venture Start Working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Agricultural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Management Theory

Founded agricultural planning exercise

Internet fashion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Ho

Seo

Information technology start-ups

Entrepreneurship and Marketing

Entrepreneurship and practical

Principles of entrepreneurship studies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and new product

development

Established best practices seminar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s

Technology Management and Technology

policy

Technology entrepreneurship and idea

development strategy

Entrepreneurship and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Han

Nam

Entrepreneurship and start-ups

Business start-up

IT start-up business

Entrepreneurship and internships

Business plan Practice

Business Planning and Presentation

Biotechnology Busines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Digital Content

Online shopping the establishment

디어 발굴  평가, 기술요인, 사업계획서, 자본조달  

운 , 개인  윤리와 창업 등 구체 인 실무교육이 포함

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창업학을 독립 인 정규교

과과정으로 운 하 고, 교육과정과 내용 한 실용 인 

로그램으로 진화 발 되었다. ‘창업선도 학’을 수행하

고 있는 학에서는 창업활성화를 해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고 창업에 심있는 학생들의 창업이 실행 

될 수 있도록 <Table 3>과 같은 창업교과목을 운 하고 

있다. 국내의 학교 창업교과의 특징은 개설된 창업 교

과목이 창업기  과목 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창업선

도 학사업과 산학 력선도 학(LINC)사업의 운 으로 

창업 련 과목의 개설학교 수가 크게 증가하 고, 개설

과목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의 창업교육은 교양으로서의 창업교육에

서 차 독립 인 교과과정으로 발 하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국내의 학교 창업교과의 특징은 개설된 창

업 교과목이 창업기  과목 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창

업선도 학사업과 산학 력선도 학(LINC)사업의 운

으로 창업 련 과목의 개설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개

설과목 역시 차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의 창업교육은 교양으로서의 창업

교육에서 차 독립 인 교과과정으로 발 하고 있는 단

계라 할 수 있다[20]. 

3.2 해외대학의 창업교육 

미국에서는 경 학에서의 창업교육이 성숙단계에 

도달하는 동안 다른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창업

학은 농업, 공학, 그리고 술  과학 분야의 단과 학에

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그 외 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 <Table 4>와 같이 창업학이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며 발 하고 있다[10].

3.3 시사점

국내외 학의 창업교과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융·

복합 교과과정과 운  연계성에 해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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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 Subjects

MIT

Legal basis for entrepreneurs
Innovation Process Management
Innovation Management: Recent Trends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Developing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Global Entrepreneurship lab
Venture enterprise organizational design  and
 business terms
Venture enterprise financial management
Intellectual Property Law
Entrepreneurship positive
Social Entrepreneurship
Without Borders Entrepreneurship /
 Venture Capital
Technology and Venture Business
 Strategy

Georgia 
Tech

Organizational Leadership
Innovative foundation(1,2)
Technology special issue for 
 commercialization
Venture enterprise financial management
Innovation in Entrepreneurship Action
Venture Company Established
Enterprises of entrepreneurship
Technology transfer of legal issues

Harvard

In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innovation  
 conference
Venture enterprise financial management
Venture Business Marketing
Creativity Management
Establish and maintain successful 
 businesses
Driven innovation and change
Entrepreneurship and Global Capitalism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Product Development 
 Managemen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valuate the opportunity entrepreneurship

Chicago

Venture enterprise financial management 
 and private equity
Venture Business Management Strategy
Venture Company Established
Innovativ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New product and service development
Strategic Technology Management
Get invest venture capital funds
Marketing, consulting, and strategic study 
 on entrepreneurship

LSB

Through the establishment Studies Research 
Project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STEP (Sucessful Transgenerational Entrepreneurship 
Practices) introduced

Oslo

Engineering, natural science, innovation theory, 
business development, corporate strategy, finance, 
and technology management curriculum provides 
an emphasis on marketing

Stockholm
School

Execution (owned operating company), Growth 
(business management), Ideation (business idea 
generation), Planning (Venture Business Development)

<Table 4> entrepreneurship curriculum 창업교과과정에 한 시사 은 첫째, 문헌연구  사

례연구를 통해 창업가  역량은 타고나기 보다는 후천

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더 많으며, 따라서 창업교육을 통

한 잠재  창업가의 육성이 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둘째, 창업교육과정은 창업환경  창업교육 인 라가 

매우 다르기에 창업학 교육과정개발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로그램이 운 되고 있는 국외 학의 

로그램을 참고하되, 국내 학의 실을 고려한 단계  

도입  수정된 형태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의 경우 국외 학과 같은 다양한 로그램

을 개발 운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개발, 활용 가능한 교육효과 제고방안을 

확보하고, 교육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4].

넷째, 창업교육 황 분석에서 각 학교별로 가지고 있

는 역량 등을 고려해 차별화된 로그램을 개발 운 하

고 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학교는 학교별로 

창업 , 교육내용, 교수법, 네트워크, 지원 로그램, 

공  부 공 체계 등의 주요 항목에 해 보유자원의 강

을 활용해 로그램을 차별화하고 있다. 다른 학문과

의 결합을 통한 학제 간 연계 로그램, 공 역과 결합

된 복수 공  부 공 구조 등은 학문  수용 가능성과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운  연계성에 한 시사 은 첫째, 창업단계별 모듈

에 의한 로세스 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창업

교육은 이러한 단계별로 필요한 문지식과 시장 장에

서 검증해 보는 장 실무교육이 필요하다. 창업과정은 

잠재 소비자의 필요나 불편을 해소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단기간 교육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성

격이 아니므로 창업단계별로 모듈에 의한 교육이 필요하

다.

둘째, 창업교육은 끊임없는 실무를 통해 체화된다. 이

를 해 문가, 지역산업체, 창업지원기 ,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들과의 극 인 연 가 필요하다. 지역산업체

과 연계한 장실습과 인턴십으로 학생들은 실 인 이

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첫 단계 교육을 실제 창

업과정에 연결시킬 수 있다. 한 창업 문가(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등), 창업지원기 , 지방자치단체와의 네

트워크 지원은 교육효과 제고를 한 지원 필요 항목이

다. 



융·복합 창업교육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8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May; 13(5): 79-88

4. 융·복합 교과목체계 연구방법론

4.1 연구설계

융·복합 창업교육의 교과목 체계에 한 연구는 설문

조사를 이용한 기 통계량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유효

한 설문결과를 해 문가그룹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진

행한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다음과 같은 차에 따라서 

개발한다. 첫째, 국내외 학 창업학 교과목 분류표와 미

국 학의 교과목 리스트를 비교 분석하여 총 38개의 교

과목 리스트를 작성한다. 둘째, 학 교육과정에서 개설

할 수 있는 교과목을 공통기 , 공필수, 공선택 교과

목으로 구분한다. 셋째, 단계별, 알고리즘별 교과목을 제

시한다. 넷째, 교과목의 효과 인 교육을 해서 설문 응

답자가 선정한 공필수 교과목  공선택 교과목에 

합한 교수법을 조사한다. 본 연구는 개별 교과목의 

요성을 측정하기 해서 개별 교과목의 요성을 5  척

도로 측정하고, 둘째, 개별 교과목 측정과 별개로 공필

수, 공선택을 각각 5개씩 선택하게 한다. 교과목의 교

수법 측정을 해서 본 연구는 공필수  공선택 교

과목에 합한 교수법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식별한다.

본 연구는 학에서 창업학  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진과 업에서 창업교육  컨설  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 문컨설턴트로 문가그룹을 구성했다. 본 

연구는 문가그룹을 상으로 사 에 화를 통하여 설

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우편을 통하여 설문지를 발

송하 다. 총 150부를 발송하여 112부를 회수하 고, 설

문응답률은 74.6%이다.

본 연구는 설문결과에 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을 실시하 고, 개별 창업교과목의 요도, 필수 교과목 

선정, 선택 교과목 선정, 융·복합 알고리즘 교과과정, 필

수  선택 교과목의 교수법 등을 연구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4.2 기초통계량

<Table 5>는 각 과목별 요성에 한 기 통계량이

다. 체 으로 기본 인 창업 련 지식과 실무 련 과

목인 창업과경 , 기업가정신,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

서실무 등의 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마 , 경 경

학원론, 연구조사방법론 등의 경 경제학 기본과목의 

요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Ranking Subjects Average
Standard 

Deviation

1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4.73 .721

2 Entrepreneurship 4.69 .719

3 Feasibility Analysis 4.65 .633

4 Business Plan Working 4.61 .766

5 Venture Capital Management 4.59 .731

6 Research Methodology 4.56 .866

7 Marketing 4.51 .703

8 Principles of Business Economics 4.29 1.124

9 Entrepreneur based law 4.27 .936

10 Founded resource/location 4.26 .877

11 Founded Finance/Accounting 4.24 .939

12 Valuation 4.20 .960

13
Creative Thinking and 

Organizational Leadership
4.19 1.022

14 Innovation Process Consulting 4.17 .897

15 Intellectual Property Law 4.14 .846

16 Commercialization Strategy 4.09 .921

17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4.08 .852

18 Management of Technology 4.07 .739

19 Asset Economics 4.06 .866

20 Founded process 4.05 .987

21 Global entrepreneurship 4.03 .922

22 M&A 3.97 .899

23 Case/Lecture 3.95 .954

24 Commercial analysis/Site Selection 3.91 1.083

25 Funding 3.87 1.177

26 Design Practice 3.79 1.021

27 Franchises 3.78 .978

28 Strategic Management 3.77 .956

29 Human Resources / Labor 3.76 .778

30 Technology Strategy 3.75 .899

31 Innovative thinking 3.73 .963

32 Customers, Markets &Marketing 3.69 .986

33 Communication Strategy in Business 3.68 1.021

34 Consulting Methodology 3.63 1.171

35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3.56 1.067

36 Capital market and IPO 3.54 1.267

37 Retail Management 3.51 .863

38 Management of Small Business 3.49 .989

<Table 5> Subject importance based on statistics

설문결과는 창업학의 학문 정당성과 융·복합  교과

목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울러 경 경제학의 기

 지식이 창업교육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창업학과 경 경제학의 한 계는 알고리즘 

로세스로 통 인 경 경제학 과목과 창업학을  어떻

게 연계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 다. 

4.3 과목중요도 및 교수법분석

<Table 6>은 38개의 과목  개설 필요성이 있는 

공필수 10과목과 동 교과목에 합한 교수법에 한 설



A Study on the Convergence Entrepreneurship Curriculum Develop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85

문을 분석한 결과이다. 요도가 높은 주요과목을 나타

내기 해 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나타내는 빈도수가 5 

이상인 과목을 포함했다. 빈도 값을 분석하면, 창업과 경

, 기업가정신,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서실무, 벤처

캐피탈경 , 창업재무/회계 등 창업 과목 등이 필수과목

으로 개설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업교과목 외에 연구조사방법론, 마 , 경 경제학원

론, 기업가기 법률 등이 필수 교과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창업 필수 교과목으로 경 학 기본 과

목이 포함된 것은 McMullan & Long의 Growth Venture 

Position 과 부합되는 것이다[16]. 

Ran

king
Subjects Fre % Teaching Methods

1
Entrepreneurship

Management
18 16.1

Lecture&Case(13),

Lecture(5)

2 Entrepreneurship 16 14.3
Lecture&Case(13),

Lecture(3)

3 Feasibility Analysis 13 11.6 Lecture&Case&Practice(13)

4
Business Plan 

Working
11 9.8 Lecture&Case&Practice(11)

5 Marketing 10 8.9
Lecture&Case&Practice(9), 

Lecture(1)

6
Venture Capital 

Management
9 8.0 Lecture&Case(9)

7
Research 

Methodology
8 7.1 Lecture&Case&Practice(9)

8
Principles of 

Business Economics
6 5.3 Lecture&Case(6)

9 Entrepreneur based law 5 4.5 Lecture&Case(5)

10
Founded Finance / 

Accounting
5 3.6 Lecture&Case(4)

Others 11 9.8
Valuation(3), 

Leadership (2),

Entrepreneurship 

resource 

management (2), 

Intellectual Property 

Law (2), 

Commercialization 

strategy (2)

Total sum 112 100

<Table 6> Required Courses importance

교수법은 일방  강의보다는 강의, Case Study, 실습 

등의 병행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교육

은 단순한 지식 달의 목 보다는 창업활동을 활발하게 

일으키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교육목 으로 한

다. 그런데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 을 갖는 창

업교육은 강의 주의 교수법으로는 교육효과를 얻기 어

렵다. 따라서 국내외 학들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실험을 통해 효과 인 교수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교수법은 수업효과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과도 

련성이 있다. 즉 다양한 교수법은 학생들의 수강 비

정도  수강능력 뿐만 아니라 교수진의 강의능력 등에 

따라서도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Ran

king
Subjects Fre % Teaching Methods

1 Valuation 15 13.4
Lecture&Case(12),

Lecture(3)

2

Creative

Thinking and 

Organizational 

Leadership

14 12.5 Lecture&Case&Practice(14)

3

Innovation 

Process 

Consulting

13 11.6 Lecture&Case&Practice(13)

4
Commercializ

ation Strategy
12 10.7 Lecture&Case&Practice(12)

5
Intellectual 

Property Law
11 9.8 Lecture&Case(11)

6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10 8.9 Lecture&Case(10)

7
Management of

Technology
9 8.0 Lecture&Case(9)

8
Global 

entrepreneurship
7 6.2 Lecture&Case(4)

9 M&A 5 4.5 Lecture&Case(5)

10 Case/Lecture 5 4.5 Case&Practice(5)

Others 11 9.8 Commercial analysis / Site 

Selection(2),

Financing(2),

Design Practice(2),

Franchise(2),

Strategic 

Management(1)

Total sum 112 100

<Table 7> The importance of the choice subjects

<Table 7>은 38개의 과목  개설필요성이 있는 선택

과목 10과목과 합한 교수법에 한 분석 결과로서. 빈

도수가 5 이상인 과목을 포함시켰다. 빈도 값을 분석하면 

선택 과목은 가치평가, 창의 사고와조직리더십, 신

로세스컨설 , 사업화 략, 지 재산권법, 기술사업화, 

기술경 , 로벌창업, M&A, 사례/특강 등으로 체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과정 설계 시에 가치평가, 창의 사고와리

더십, 지 재산권법 등이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지 않았

다면, 동 교과목은 반드시 선택과목에 포함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 교과목들은 알

고리즘 창업 융·복합과정을 설계할 때 매우 요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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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 수 있다.

교수법은 필수과목과 같이 일방  강의보다는 강의, 

Case Study, 실습 등의 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필수과목에 해 Case Study, 실습 등의 비 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택과목의 교수법이 필수과목에 비해 

보다 Case, 실습 등 체험학습을 강조하는 것은 스킬 련 

과목과 분야별 문과목이 다수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 융·복합 창업교과과정 설계방향

5.1 교과과정의 기본체계

창업기 과목인 공동기 과목과 공 역 는 심화

역 과목을 학교의 인 ·물  인 라를 고려해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학의 일반 인 교과과정설계의 

기본체계를 용해 <Table 8>과 같이 공동기 , 공필

수, 공선택으로 구분한다. 

D
Entrepreneurship 

courses

Business 

Economics 

courses

Sectoral 

subjects
D

C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Entrepreneurship,

-Feasibility Analysis

-Business Plan Working 

L

MR

-Venture Capital

 Management

-Established

 Financial

 Accounting

-Creative

 Thinking and

 Organizational

 Leadership

-Principles of

 Business

 Economics

-Marketing

-Commercializa  

 tion Strategy

-Human 

 Resources/

 Labor

-Innovation

 Process

 Consul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Franchise

-Communicati  

 on Strategy  

 in Business

-Technology  

Commercializ

ation

- B u s i n e s s     

 start-up

- D e s i g n      

  Practice

-Innovative   

 thinking

-Consulting   

 Methodology

CS

SC 

-Entrepreneurial 

 legal basis

-Start-up

 resources base

-Start-up process

-Selected

 commercial

 analysis and

 positioning

 

-Valuation

-Asset

 Economics

-Management   

 of Technology

-M&A

-Funding

-Strategic

 Management

-Capital Markets  

 and IPO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EL

Div :  Division, C : Co-based, MR : Major Required, 

SC : Select Course, D ; Didactics, L ; Lecture

CS ; Case Study, EL ; Experiential Learning

<Table 8> Entrepreneurship Curriculum

 

5.2 융·복합 프로세스 창업교과과정

학의 학부과정에서는 잠재  창업가를 양성하기 

한 과정으로 창업 과목을 개설하되, 창업과목의 범 를 

Vesper의 Start-up단계는 물론 창업기업이 충분한 자생

력을 갖게 되는 McMullan & Long의 창업 인 성장

진입단계, 즉 아이디어도출 단계에서 사업화 략까지 포

함하는 로세스 심의 창업교과과정을 포 해야 한다

[6,16,18,7]. 즉 학에서의 창업교육은 <Table 9>와 같이 

창업과정에서의 기본 인 속성인 불확실성과 험부담, 

사업경 능력, 창조성/ 신 등의 내용을 포 해야 한다. 

D

The idea

derived/ 

Start-up based

1·2 Step

Information 

Collection/

Start-up 

planning and 

management

Commercialization

Strategy and 

Action/

New business 

strategy and 

commercialization

RM

-Feasibility 

 Analysis

-Start-up 

 finance/

 accounting

-Start-up 

 capital/location

-Funding

-Valuation

-Intellectual 

 Property Law

-Capital Markets 

 and IPO

Pt 

M

- B u s i n e s s       

 Plan Working

-CMM

-Research 

 Methodology

-Marketing

-Commercial 

 analysis/Site 

 Selection

-Start-up process

-Asset Economics

L
-Entrepreneur   

ship

-Creative

 Thinking and

 O r g a n i z a t i o n a l 

Leadership

-Established 

 Human 

 Resources/Labor

-Commun i c a t i o n     

Strategy in 

 Business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IS S

-Es t a b l i s h e d     

 Business

-Venture 

 Capital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Entrepreneurial 

 legal basis

-Innovation 

 Process

 Consulting

-Technology 

 Management 

-Business

 start-up

-Design Practice

-Innovative 

 thinking

Virtual entrepreneurship

 D : Division, RM : Risk Management, PM : Project Management,  

 L : Leadership, IS : Innovation Strategy

<Table 9> Convergence entrepreneurship curriculum

6. 결론

아이디어의 사업화는 창조경제를 발 시키는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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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이며 이를 한 기업가정신과 창업은 창조경제의 핵

심동인으로 작용한다. 창업의 요성은 증하고 있고, 

창업 련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의 수  과목의 수도 크

게 증가하고 있으나, 융·복합  로세스 심의 교육과

정의 설계는 미흡한 실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 인 창업학 교과과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공통기 는 창업과 경 , 기업가정신,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서실무를 포함한다. 공필수

는 벤처캐피탈경 , 창업재무회계, 창의 사고와조직리

더십 등의 창업 련 과목과 경 경제학원론, 마 , 사

업화 략, 인사/노무 등의 경 경제학과목으로 구성하고, 

공선택은 기업가기 법률, 창업자원입지, 창업 로세

스, 상권분석  입지선정,, 가치평가론, 자산경제론 등의 

창업분야별 과목  체험학습을 목 으로 한 과목 등으

로 구성한다.

보다 발 인 융·복합  로세스 창업교과과정은 

아이디어도출/창업기 , 1·2단계 정보수집/창업계획 경

, 사업화 략수립 실천/창업 략 사업화에 의한 단

계별 구분으로 험 리, 로젝트 리, 리더십, 신

략 등에 따라 교과목을 설계한다. 

교수법은 과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는 있으나 창업

학의 속성상 단순 강의방식 보다는 강의, case study, 실

습 등의 다양한 교수법의 결합, 교육 효과 제고  실제 

창업으로의 연계 등을 지원할 다양한 로그램 운 , 창

업 련기 과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창업학에 한 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문가그룹에 한 설문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융·복합  

로세스 창업교육 교과과정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

다. 향후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한 창업교과과정의 통

계  연구, 세부 과목의 교과내용, 기 간의 운 로그

램 연계 등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창업 교육의 체

계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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