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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정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600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고

용 충격으로 청년실업과 잠재실업자 수는 12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있

지만, 창업자금과 경험 부족을 이유로 청년창업의 성공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회성 자금지원과 단기교육을 통한 창업장려정책을 진로라는 큰 틀에서 창업을 이해함으로써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창업교육과 진로교육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고민하고 기존연구에서 부족했던 청년구직자 특히 10대 청년의 기업가정신, 직업 

가치관, 창업 배경이 사업가에 대한 인식과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취업을 준비 중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구직활

동 중인 20대 청년 344명을 표본 추출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고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하위 변수 중 혁신성과 직업 가치의 자율성, 경제적 성취 욕구는 유의미한 관계로 조사대상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사업가

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나이가 많을수록 창업 의지가 감소하고 창업 성공모델, 창업교육 경험은 창업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가에 대한 인식은 창업의지에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 직업 가치관의 자율성, 경제적 성취 욕구

와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은 사업가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창업 의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청년구직자, 기업가정신, 직업 가치관, 창업 배경, 사업가에 대한 인식, 창업 의지

Ⅰ. 서론

1.1 연구배경

스위스 글로벌 금융그룹 USB는 2016년 4차 산업혁명과 관

련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단순 반복하는 업무 475만 개가 없

어지고 신규 일자리는 21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예측하며 일

자리 불균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USB White Paper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2016). 

2020년 글로벌 펜데믹으로 세계적 경제침체가 극심한 상황

에서 한국은 경기회복을 위해 310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내놓았다(KDI 경제정보센터, 2020). 그중 고용안정 특별대책

과 고용 유지자금으로 10.9조 원이 투입되어 15~29세 청년 취

업자는 376만 3,000명으로 2019년보다 18만 3,000명이 감소했

고, 작년 42.2%인 청년고용률은 2021년에 1.3% 줄어들어 전

체 나이 가운데 가장 크게 변화를 보였다(KDI 경제정보센터, 

2020).

정부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 온 182개 정책 가운

데 취업 연계지원 17.3%, 취업비용지원 17.3%, 고용환경개선 

4.8%, 직업훈련지원 28.8%, 창업환경개선 23.1%, 창업 훈련지

원 8.7%를 일자리 관련 정책으로 지원하였다(하은솔 외, 

2020). 

내수시장이 작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 

성장을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이라는 과제는 필

요한 정책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정부는 다

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31.8%의 예산을 창업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쏟아붓고 있다. 

McGrath(1999)는 숙련되지 않는 기술력과 신생성의 불리함, 

소규모성의 한계로 인해 청년창업은 실패에 이른다고 하였다. 

청년 기업의 평균 생존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고 

그중 한국과 미국의 평균 청년 창업생존율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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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평균 생존율

국가
평균 생존율

1년 3년 5년

한국 62.7% 39.1% 27.5%

미국 79.2% 61.2% 50.2%

출처: 통계청, 2017: 문태성, 2018: 연구자 정리.

창업 친화적인 문화를 활성화하고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과 대학, 정부, 기업이 노력한 결과 2012

년 377개였던 학생 창업기업이 2018년 1,534개로 확대되며 청

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이해준, 2020). 그러나 질적

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의 정책이라는 것이 표1에서도 나타

났듯이 보다 근본적인 교육의 변화와 창업 단계별 지원시스

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청년 대상의 창업에 관한 연구는 기업가정신, 창

업역량, 사회적 자본, 창업가 특성, 창업교육, 심리적 요인, 환

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다수였다. 창업 의지는 자금과 경험

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단시일 내로 창업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 때문에 10대와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성이 존재했다(김선구 외, 2016). 

KISDI(2017)의 창업에 대한 인식조사에 의하면 29%가 창업

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36.3%가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어 정

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노력에 비해 인식변화의 속도

는 느린 편으로 우수한 인력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창업 친화적 문화의 확산이 절실하다. 창

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마련하고 혁신성과 진취성을 겸비

한 청년층이 창업에 도전하려면 대학교에 집중되어 온 창업

교육을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교과목에 편입시켜 학습과 

체험을 시킬 필요가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창업도 진로의 한 측면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창업을 진로로써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경험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노력한다

면 청년들의 진로 선택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시행 중

인 청소년 대상 비즈쿨 교육을 확대하고 창업으로 특화된 고

등학교와 대학교 설립을 고민해야 한다. 단기간의 교육이 아

닌 초등학교 입학부터 대학교에 걸쳐 지속적인 창업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와 도전의 패러다

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 준비를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 20대 구직 대상자를 그간의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

던 직업 가치, 금융교육의 경험과 사업가에 대한 인식, 창업 

의지 간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0대 청년연구에서 부족

했던 창업 의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업가에 대한 비젼을 

살펴보고 기존 선행 논문과 차별화를 통해 창업교육의 조기

화, 상급학교의 창업교육 연속성과 창업 전문학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청년구직자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4)는 청년 

나이를 15~24세로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로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통계청과 정부 부처는 15~29세를 청년구직자로 정

하고 있다. 고등교육 확대와 병역의무, 취업 준비로 인해 졸

업 소요시간이 길어지면서 청년층을 30대까지 반영하는 경우

도 있다(김혜미, 2018; 김지경, 2017). 

청년기는 진로에 대한 탐색과 정체성, 직업, 대인관계 등을 

고민하며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기로 불안정한 정서를 

보이고 미래를 고민하는 시기다(윤명숙, 2017).

발달의 가속화로 신체발달은 빨라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

유로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 수가 증가하면서 청년기가 과거

보다 10년이상 연장되고 있으며(김경은, 2012), 신규졸업자도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청년들이 노

동시장 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인 ‘청년’의 

나이는 29세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대통령령으로 청년에 대한 나이를 15세이상 29세이하로 정하

고 있다. 

본 연구의 청년구직자는 만 17~29세미만을 의미하며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과 20대로서 구직의사를 가지고 직업교육과 

취업 준비를 하는 대상자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구직자의 실업률과 근로 형태는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청년층 고용 및 실업률

구분
15세 – 29세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16 46.3% 41.7% 9.8%

2017 46.7% 42.1% 9.8%

2018 47.1% 42.7% 9.5%

2019 47.8% 43.5% 8.9%

2020 46.4% 42.2% 9.0%

자료: 정보포털,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

<표 3> 청년층 근로 형태별 취업자 

구분

15세 – 29세 인구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

규직
한시적 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16.08 262 65 197 67 53 165 16

‘17.08 244 64 179 67 49 151 12

‘18.08 204 53 151 55 43 127 14

‘19.08 194 42 151 69 47 127 15

‘20.08 164 25 138 56 38 120 14

자료: 통계청, 2018a; 2018b; 정보포털, 2021(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각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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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업가정신

창업 시 필요한 사업기회를 예민하게 인식하며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독립적으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려운 창업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는 인내력을 기업가정신이라고 하였다(신용식·김재홍, 2020). 

창업가의 외부환경과 내부 요인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연구

가 선행되고 있으며(노현철, 2017, 김영문·전지은, 2009), 1970

년대 후반부터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기업

가정신이 창업가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 변수로 인

식되고 있다. 

사회 변화의 핵심 키워드인 기업가정신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등 주로 이 3가지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Miller, 1983; 박남규, 2014; 김택수, 2016). 혁신성은 시장 지

향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방적

인 디자인과 제품광고, 시장조사 등을 추진하는 활동이다

(Covin & Slevin, 1989). 이는 조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

할 수 있도록 만들지만(송영수, 2010), 반대로 혁신성이 낮은 

사람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박

기남 외, 2012). 이승현(2014)은 진취성이 고객의 요구를 파악

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경영 전략에 필요한 행동이라고 하였다. 

기업가정신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며 혁신성과 진취성은 

창업 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적이 좋은 고등학생

의 경우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창업 의지도 높고 창업을 긍

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현·유봉호, 2013; 오

해동 외, 2016).

기업가정신은 창조와 혁신성, 가치 지향성 순으로 창업 의

도에 긍정적이며 나이가 어리고 남성일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교명, 2019). 신규기업의 경우 기업가정신

이 높으면 창업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

해서는 혁신성이 필요하며 창업을 위한 선행요인으로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Eisenmann et al., 2012). 기업가정신의 하위 

변수 중 혁신성과 진취성은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 의지를 향

상시킬 수 있다(이재석·이상명, 2015). 

이에 본 논문은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기술력을 창

출하는 데 필요한 혁신성과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며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진취성이 창업 의지와 사업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간에 영향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3. 직업가치

직업 가치관이란 가치를 직업에 두고 일을 하며 개인이 무

엇인가 얻고자 할 때 의미를 부여하는데(박은혜, 2012), 성장

하면서 일에 대한 태도와 지식, 기술, 환경에 따라 가치관이 

변화하고 우선순위도 달라진다.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는 요소로 직업 가치관은 중요하게 작

용하며(성영숙, 2016), 자신이 일과 삶의 가치를 어느 쪽에 두

고 있는가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급여, 고용 안

정성, 업무환경 등의 외적 직업 가치관과 전공, 발전 가능성, 

적성, 흥미와 같은 내적 가치관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정주영, 

2013), 성취 욕구와 개인의 다양한 역량이 구직자의 창업 의

지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채연희, 2016). 

자율적 가치관은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조직의 규율과 형식, 

상급자의 통제에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

에 구속 없는 일을 선호하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한 욕구가 높다. Johnson(1990)는 성취 욕구, 

개인성향, 창업 관련 행동 재분석을 통해 연계성에 정(+)의 

관계가 성립하고, 창업자 가운데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이 많

다고 하였다(정영호, 2013). 돈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성격과 

직업만족도에 따라 다르고, 사회적 경험이 많을수록 부의 축

적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

할 수 있는 직업에 관심을 갖는다.

예비 창업자의 직업 가치관 중 내재적 직업 가치관은 창업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외재적 직업 가치관은 창업 의지

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지은·전병길, 2015). 

가치관은 사고방식 등의 내적 욕구와 구직조건, 가정환경과 

같은 외적 요인의 교차점으로서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경

험을 토대로 삶의 신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가치관은 직

업 또는 직업적 활동에 대해 생각과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특정 직업에 관

련된 것이 아닌 일반화된 개념이며 직업 활동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을 의미한다(안강현·이용환, 1998). 

인생에서 지향하려는 목적과 삶의 방향성을 가치라고 하며 

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직업 가치는 직업선

택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어느 쪽에 많은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성영숙, 2016), 규칙과 조직문화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서정훈(2013)은 대학졸업생의 성취 욕구, 혁신성, 개인역량이 

창업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율지향적 성향도 유의

적인 관계라고 하였다. 이지우(2000)는 자율욕구와 통제 욕구

가 창업 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직업 성격 유형은 

직업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김홍(2012)은 직업 가치가 

창업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직업 가치와 창업 

의지와의 관계에서 잠재창업자와 예비 창업자 모두 내적 직

업 가치에서 유의성이 나타났다(엄태성 외, 2009). 임채관

(2019)은 창업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의 직업 가치관이 창업 의

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은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창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김영문·전지은, 2009). 

본 논문은 취업과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성취 태도

가 직업을 통해 발생하는 금전 획득에 대한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이지우, 2000; 박시사·강성일, 2007), 자율성과 함께 사

업가에 대한 인식, 창업 의지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다.



오희선·하규수

90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6 No.3

2.4. 창업배경

김홍(2012)은 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부모의 역할

모델, 개인성향, 주변 환경 등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창업 프로그램과 정부 정책이 기업가적 행동을 발전

시키면 창업 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창업교육은 도전

정신, 창조성, 유연한 사고와 상상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

어야 한다고 하였다(Kennedy et al., 2003).

연구모델을 보면, 대학생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내 창업 활동, 창업교육, 창업 등 창업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Leffel et al., 2008). 

창업환경의 특성으로 가족 창업경험, 성별, 나이, 도전정신, 

위험 감수성, 자신감 등이 있으며 후천적 특성으로는 교육수

준, 개인소득, 인적 네트워크, 개인의 창업기술 등이 있다(오

상훈·하규수, 2013). 

대학교의 창업교육은 대학생의 잠재된 기업가 역량과 태도

가 개인별 효과에 차이를 미치며(김용태, 2017), 창의성 역량

을 중시하는 대학교의 창업교육은 창업가정신, 진로준비 행동

과 자아 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안태욱, 

2017).

창업 준비 과정에서 창업교육이 창업 의지를 향상하는데 필

요한 조건이며, 성공적 창업을 위해 창업지원 기관의 지속적

인 창업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박경배 외, 2016). 부모의 창

업경험 여부는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

업교육은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이나 운영에 필요한 정보, 지

식, 기술, 제품개발 등을 제공하고 기업 운영까지 폭넓은 의

미를 담고 있다.

창업은 개인의 성향과 의지뿐만 아니라 창업 교육과 창업 

멘토, 가족의 창업에 대한 경험 등과 같은 다양한 외적 요인

으로 인해 창업자가 의지를 갖고 창업 과정에 몰입할 수 있

게 한다. 진문량(2017)은 금융지원, 정부 지원, 사회문화, 교육 

훈련, 시장환경의 요소에 의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창업 의도와 개인의 역량은 창업교육이 환경적 창업 

배경의 실천요인으로 역할을 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창업 의

지가 높으며 부모님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창업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석, 2017). 

이유태(2014)는 창업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성될 수 

있는 것으로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반대로 창업교

육을 통해 사업을 하며 생길 수 있는 어려운 과정과 문제를 

학습하며 사업에 대한 비젼이 약화 될 수도 있다. 부모의 창

업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창업의 불확실성, 사업과정에

서의 창업자가 겪는 재무적, 심리적 위험, 창업 실패 등을 청

소년들이 간접 경험함으로써 창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이는 청소년의 창업 의지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재은 외, 2017).

개인이 창업 의지를 밝혔을 때 가족과 지인들이 창업을 부

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창업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바람직한 창업생태계가 조성되려면 세대 구분 없이 창업교육

에 참여하도록 교육 구성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이윤석, 

2017).

본 논문은 창업 배경의 하위 변수 중 성공 창업모델의 경험 

유무, 가족창업경험 유무, 창업교육경험 유무, 경제교육경험 

유무가 사업가에 대한 인식과 창업 의지에 영향 관계가 있는

지 연구하고자 한다.

2.5. 사업가에 대한 인식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에 대해 긍정적인 문화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

키고 창업 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진로의 틀에서 창업을 

직업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생애 전반에 걸쳐 과거보다 창업

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

한 정책으로 인해 창업환경과 사업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으로 바뀌고 있다(김성훈, 남정민, 2016).

기업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창업가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은 창업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만들고, 창

업가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개인이 창업을 경력으

로 선택하는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최양림, 2012). 사업

가에 대한 사회적 위상 부여는 사람들이 기업가적 경력추구

를 긍정적으로 고민하기 때문에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적극적인 창업 의지를 촉진 시킬 수 있다(정대용, 1999). 반면 

사업가에 대한 낮은 사회적 위상은 창업을 통한 성취 욕구를 

약화시키므로 사업가에 대한 위상이 높을수록 창업 의지가 

강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민향옥·김동주, 2013).

우리나라 대학생은 능력 발휘를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의 

수행과 금전적 기대를 고려하여 창업에 관심을 갖는다(이신

모, 2001). 창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 중 기업과 

기업가의 사회적 기여, 긍정적 인식은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

해 중요하게 각인되고 있다. 창업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중추

적인 역할이 가능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기업가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는 창업 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하여 창업 의지에 영

향을 주고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창업을 저해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된다(Gnyawali & Fogel, 1994). 기업가의 사

회적 위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기업가적인 경력추구를 통

해 성공하는 사람들의 창업 의지를 촉진하고 기업가에 대한 

낮은 위상은 창업을 통한 성취 욕구를 낮출 수 있다(정대용, 

1999).

예비 창업자의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창업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에 대한 긍정

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민향옥·김동주, 2013). 윤방섭(2004)은 경영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창업 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가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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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하였다. 창업이라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과 

성공한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는 창업 의도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조영조, 2016).

본 연구에서 사업가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 지각하는 창업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적 지위, 존경을 중심으로 한 개념을 

조작적 정의로 하였다(Scott & Twomey, 1988; 유연호·양동우, 

2008). 

2.6. 창업배경과 기업가정신과 직업가치와

사업가에 대한 인식관계

경험 있는 창업가 및 국가나 지역의 성공적인 창업 롤모델

의 존재는 잠재적인 창업가들에게 사업은 매력적인 커리어 

옵션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Gnyawali & Fogel, 1994), 

Hmieleski & Corbett(2006)는 사업에 성공한 직계가족이나 친

구가 있는 대학생의 경우 창업 의도가 높다고 하였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창업가의 존재는 잠재적 창업가들에게 

역할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창업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한

다(정연수·조성의, 2013). 사회적 존재로서 주변 환경에 영향

을 받는 인간은 창업 배경인 인적 네트워크로부터 직, 간접적

인 영향을 받게 된다. 기업가를 향한 사회적 지지는 사람들이 

창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만(Gnyawali & Fogel, 1994), 창업

문화가 부정적인 경우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창업을 회피하

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9)에 의하면 중국의 대학생

은 8%가 창업을 하지만 지원정책의 부족, 창업 친화적 문화 

조성 미흡, 창업자 경시문화 등의 이유로 한국 대학생은 0.8%

만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대학생이 중국

의 대학생에 비해 기업가정신이 부족하고 창업에 대해 부정

적 인식이 높으며 창업보다 안정적인 취업을 선호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사업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창업이 국가와 사

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창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 형성에도 영

향을 주며 창업을 진로로 선택한 대학생의 경우 흥미와 가치

관, 적성을 고려해 창업을 고민하게 된다(허유진, 2018).

Scherer et al.(1989)는 창업자가 성공한 부모의 존재로부터 

사회적 학습 과정을 통해 창업에 대한 자신감, 창업경력에 대

한 기대, 창업자가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욕구를 높

여줌으로써 창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창업 성공모델은 

부모 이외의 역할모델인 친지, 전직 회사의 창업주, 유명한 

기업가 등이 이에 속하며 이들은 창업에 관한 관심을 높여주

고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장대성, 2003). 

민향옥·김동주(2013)는 연령이 높을수록 창업 의지가 증가하

며 예비 창업자의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창업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공한 기업가의 사회

적 위상이 향상되면 예비 창업자의 롤모델이 되고 그 결과 

창조적인 창업문화가 활성화된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기업가

에 대한 인식은 창업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가

에 대한 인식은 창업에 대한 인식보다 더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이승배 외, 2016). 창업에 대한 인식은 창업이 

유용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기업가가 사업에 

필요한 능력과 가치관을 갖춘 인재로 창업과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이승배 

외, 2016).

2.7. 창업의지

창업 의지는 미래에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지나 열정

으로 창업 의지에 대해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토대가 되

는 마음이라고 정의하였다(이기만, 2018; 강재학·하규수, 2015; 

김종운, 2014).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시작할 욕구로 정의

할 수 있고 자영업에 관한 관심이 있는 마음으로 창업가가 

되고자 하는 개인의 일반적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다(Bae et 

al., 2014; Crant, 1996; 강만구, 2018). 

의도적 인지 과정은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창업가

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에 창업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창업가의 행동을 움직이는 마음가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잠재적 창업가가 가까운 미래에 창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를 실천하려면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경험이 

필요하다(김홍, 2012). 새로운 기회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창업 의도라고 하고 개인의 창업 의도 정도에 따라 창업의 

실천력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미래에 창업가로 일하려는 계

획이나, 의도를 창업 의도라고 하였다(박경석, 2014). 

이루리·이소영(2016)은 성취 욕구, 자기효능감, 위험 감수성

이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5대 성격 요인과 

진취성, 혁신성, 위험 감수성인 3가지 기업가 성향과 자율욕

구, 성취욕, 자기 유능 감, 통제 의지, 스트레스 내성의 5가지 

동기 요인 등 총 13가지 성격 중 심리적 특성이 창업 의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김범성, 2012). 

김성환 외(2015)은 청년층과 예비 창업자인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이 창업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기업가정신 수업

을 수강한 대학생은 창업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오영미·박성환, 2014).

Ⅲ. 연구 방법

3.1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의 설정

청년의 창업 배경(가족 창업경험, 창업 성공모델, 금융교육 

경험, 창업교육 경험), 기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직업 가치

(자율성, 경제적 성취 욕구)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

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청년의 심리적 요인과 외부 환경적 특성이 사업

가에 대한 비젼을 갖게 하고 창업 의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오희선·하규수

92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6 No.3

는 가정에 착안하여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구직

활동과 취업교육 중인 만 17-29세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창

업 배경과 기업가정신, 직업 가치가 창업 의지에 미치는 실증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청년구직자의 사업가에 대한 긍

정적 인식이 창업 의지에 매개적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

보고자 한다.

<그림1> 연구모형

<그림 1>의 연구 모형을 근거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창업 배경은 사업가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기업가정신은 사업가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직업 가치는 사업가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창업 배경은 창업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5: 기업가정신은 창업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직업 가치는 창업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7: 사업가에 대한 인식은 창업 배경이 창업 의지에 미

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8: 사업가에 대한 인식은 기업가정신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9: 사업가에 대한 인식은 직업 가치가 창업 의지에 미

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김홍(2012)은 창업 배경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창업 성공 역할모델과 가족 창업이 중요하고, 창업교육이 

창업 의지에 직접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자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해야 하는 창업은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Leffel, 2008). 이에 통제변수로서 

가족 창업 배경, 창업 성공모델, 금융교육 경험, 창업교육 경

험을 창업 배경으로 사용하였다.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과 진취성은 창업교육을 통해 증가하

고(이재석·이상명, 2015), 사회 변화를 위한 핵심요소 중 혁신

성, 진취성이 있으며(Miller, 1983; 박남규 2014; 김택수, 2016), 

나이가 어리고 남성일수록 혁신성이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하였다(김교명, 2019). 혁신성은 새로운 아이

디어와 기발한 생각, 독특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5개 문

항, 진취성은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하려는 의식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5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박은혜(2012)는 직업 가치가 일을 하며 개인이 얻고자 하는 

실천을 의미하고, 이는 직업과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이다(성영숙, 2016). 자율성은 조직의 규율과 상급자의 통제에

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욕구가 큰 사람으로 자율적 분

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며(정

영호, 2013), 일을 통해 소유하는 금전적 획득에는 경제적 성

취 욕구가 있다. 창업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사업이 운

영되고 성공으로 인한 금전적 보상체계가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창업 의지에 중요한 변수로 경제적 성취 욕구가 작

용한다. 자율성은 조직의 지시와 규정에 대한 불편함을 묻는 

내용과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직업 가치관에 

대한 질문으로 5개, 돈에 대한 긍정적 생각, 직업선택 시 보

수에 대한 경제적 성취 욕구를 묻는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사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호적이면 창업에 대해 긍정

적이고 창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최양림, 2012),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도전정신을 갖은 사람에게 창업 의지를 

촉진 시킨다(정대용, 1999). 사업가에 대한 인식은 취업보다 

창업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돈과 존

경을 받기 위한 직업으로 사업가를 묻는 문항, 사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묻는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이 가까운 미래에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나 열정을 창업 

의지라고 하며(이기만, 2018; 강재학·하규수, 2015; 김종운, 

2014), 창업실천력을 가지려면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경

험이 필요하다(김홍, 2012). 창업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미래 

사업을 꿈꾸고 비전을 갖고 있는가와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도전하고 싶은 계획을 묻는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를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보

완하고 청년구직자의 창업 의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수정하

창업의지

창업배경

가족창업 경험

창업성공 모델

글융교육 경험

창업교육 경험

기업가정신

혁신성

진취성

직업가치

자율성

경제적 성취욕구

사업가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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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모든 설문지는 Liket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보통이다’, 7=‘매우 그렇다’)를 이용해 설문

을 하였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기업가정신, 직업 가치관, 창업 

배경, 사업가에 대한 인식, 창업 의도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

로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실행하였다. 조사 목적과 만17-29세

까지 청년구직자 연구 범위를 고려해 서울, 경기, 충청에 소

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178명, 20대 구직자 166명을 대

상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02월까지 설문이 이루어졌다. 

총 423부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이중 불성실하

게 응답한 79부를 제외한 344부를 최종 연구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창업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

석(Analysis of Frequency)을 하였다. 측정 도구의 타당도 검증

을 위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관련 변수의 

관련성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매

개변수검증을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검증방법과 

sober test를 실시하였다.

Ⅳ. 실증 분석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창업경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창업 배경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은 여성이 45.1%, 남성이 

54.9%로 분포되었으며, 나이는 17∼19세가 51.7%, 20∼24세가 

26.2%, 25∼29세가 22.1%로 분류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0세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창업 배경을 살펴보면 

부모님을 포함해서 4촌 이내 가족 창업경험이 있다가 44.5%, 

없다가 55.5%로 나타났다.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서 창업으로 성공한 사람에 대한 경

험을 살펴보면 있다가 41%, 없다가 59%로 나타났다. 금융교

육 경험을 살펴보면 있다가 52%, 없다가 48%로 나타났다. 창

업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있다가 33.4%, 없다가 66.6%로 나타

났다.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여성 155 45.1

남성 189 54.9

나이

17 ∼ 19세 178 51.7

20 ∼ 24세 90 26.2

25 ∼ 29세 76 22.1

평균(표준편차) 20.91(3.93)

가족 창업

모델

있다 153 44.5

없다 191 55.5

창업 성공

모델

있다 141 41.0

없다 203 59.0

금융교육

경험

있다 179 52.0

없다 165 48.0

창업교육

경험

있다 115 33.4

없다 229 66.6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창업경험

4.2.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타당성 검증을 위한 대표적인 분석방법인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의 varimax 방식을 사용

하였으며, 요인의 수를 위한 결정 방법은 아이겐 1.0을 기준

으로 하였으며, 요인 적재치는 0.4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요인의 누적 분산 값은 70.43%로 나타나 요인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최종 6개의 요인

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혁신성, 요인 2는 경제적 성취 욕구, 

요인 3은 창업의지, 요인 4는 진취성, 요인 5는 자율성, 요인 

6은 사업가에 대한 인식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Kaiser-Meyer_Olkin(KMO)과 바틀렛(Bartlett)의 구형성 검

증 실시 결과 KMO=.862/=3286.83(p<0.001)로 KMO는 0.6이

상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연구를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양

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에서도 

단위행렬이 아닌 상관행렬로 나타나(p<0.05) 요인분석에 적합

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신뢰도의 분석방법은 대표적인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파악한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으로 0.6 이상이면 문항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설문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 값을 확인한 결과 0.7이상

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의 측정 도구 신뢰도는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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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혁신성

혁신성1 .830 .081 .126 .138 .109 .082

혁신성3 .823 .099 .080 .091 .162 .061

혁신성2 .818 .044 .152 .121 .027 .057

혁신성5 .770 .100 .151 .185 -.012 .059

혁신성4 .715 .087 .035 .303 .159 .174

경제적 

성취욕구

성취

욕구5
.030 .847 .036 .015 .091 .059

성취

욕구3
.184 .795 .205 .174 .029 .064

성취

욕구4
.098 .787 .162 .089 .048 .218

성취

욕구1
.065 .776 .122 .078 .231 .001

창업의지

창업

의지4
.150 .079 .862 .059 .116 .064

창업

의지1
.124 .210 .808 .104 .125 .121

창업

의지5
.219 .227 .803 .114 .095 .106

진취성

진취성5 .162 .086 .114 .853 -.009 .038

진취성1 .211 .101 -.003 .825 .040 .030

진취성3 .303 .116 .154 .710 .086 .116

자율성

자율성4 .076 .095 .224 .057 .821 -.015

자율성3 .071 .232 -.071 .061 .729 .127

자율성2 .174 .028 .172 -.013 .725 .175

사업가에 

대한 인식

사업가

인식3
.086 .101 .233 .113 .101 .772

사업가

인식5
.160 .163 -.213 .067 .112 .704

사업가

인식1
.084 .034 .386 -.009 .086 .682

Eigen Value 3.517 2.842 2.566 2.177 1.938 1.752

% of Variance 16.748 13.532 12.217 10.367 9.227 8.344

Cumulative % 16.748 30.280 42.497 52.864 62.090 70.434

Cronbach's α .889 .927 .877 .847 .781 .745

KMO / Bartlett

구형성 검정 KMO=.862 / 
=3286.83***, df=210

<표 5> 타당성과 신뢰도 검정

4.3.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타당성을 검증하가설검증에 앞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변수의 유의미한한 상관관계는 .007~.598 수준으로 

나타나 각 유이미한 모든 변수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고 적정

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

창업 

경험

창업

성공 

모델

금융

교육 

경험

창업

교육 

경험

혁신성 진취성 자율성
경제적 

성취욕구

사업가

인식

창업

의지

가족창업 

경험
1

창업성공 

모델
.598** 1

금융교육 

경험
.133* .078 1

창업교육 

경험
.172** .161** .162** 1

혁신성 .185** .190** .096 .080 1

진취성 .202** .168** .108* .113* .479** 1

자율성 .012 -.037 -.030 .007 .287** .161** 1

경제적 

성취욕구
.189** .045 .100 .047 .266** .275** .301** 1

사업가인식 .076 .086 .054 .007 .302** .220** .304** .290** 1

창업의지 .209** .223** .098 .204** .356** .273** .322** .371** .330** 1

<표 6> 상관관계 분석

4.4. 연구가설 검증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창업 배경, 기업가정신, 직업 가

치로 살펴보았으며, 매개변수는 사업가에 대한 인식, 종속변

수는 창업 의지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4.4.1. 사업가에 대한 인식

사업가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

모형의 안정성을 위해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기준

치인 10 이하의 수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과정에서 Durbin-Watson(DW) Test는 통

계량이 2.081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여 잔차의 문제가 없음을 

통해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나이,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 직업 

가치는 자율성과 경제적 성취 욕구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나이는 사업가에 대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쳐 나이가 많을수록 사업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이었다.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이 사업가에 대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쳐 혁신성이 높을수록 사업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

적이었다. 직업 가치는 자율성과 경제적 성취 욕구가 사업가

에 대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쳐 자율성과 경제적 성취 욕

구가 높을수록 사업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혁신성, 

자율성, 경제적 성취 욕구는 사업가에 대한 인식에 영향으로 

채택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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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b β t

(상수) 3.652 　 2.550

성별(여성) -.288 -.042 -.811

나이 .101 .117 2.257*

창업

배경

가족 창업경험

(있음)
-.314 -.046 -.723

창업 성공 모델

(있음)
.405 .059 .934

금융교육 경험

(있음)
.075 .011 .217

창업교육 경험

(있음)
-.193 -.027 -.528

기업가

정신

혁신성 .097 .169 2.844**

진취성 .051 .053 .923

직업

가치

자율성 .192 .189 3.524***

경제적 성취욕구 .139 .185 3.352**

F 7.836***

R2 .190

Adjusted R2 .166

Durbin-Watson 2.081

<표 7> 사업가에 대한 인식

기준: 성별(남성), 가족 창업 경험(없음), 창업 성공 모델(없음), 금융교육 경험(없

음), 창업교육 경험(없음), *p<.05, **p<.01, ***p<.001

4.4.2.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모형의 안

정성을 위해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기준치인 10 

이하의 수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

다. 회귀분석과정에서 Durbin-Watson(DW) Test는 통계량이 

1.853으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여 잔차의 문제가 없음을 통해

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모형 1의 분석결과 조사

대상자의 나이, 창업 배경 중 창업 성공모델, 창업교육 경험, 

기업가 정신 중 혁신성, 직업 가치는 자율성과 경제적 성취 

욕구가 창업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즉 나이는 창업 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쳐 나이가 많을

수록 창업 의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배경 중 

창업 성공모델, 창업교육 경험은 창업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

쳐 주변에 창업 성공모델이 있는 경우와 창업교육 경험이 있

는 경우 창업 의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이 창업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쳐 혁

신성이 높을수록 창업 의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업 가치는 자율성과 경제적 성취 욕구가 창업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쳐 자율성과 경제적 성취 욕구가 높을수록 창업 의

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성공모델, 창업교육경

험, 혁신성, 자율성, 경제적 성취 욕구는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쳐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4.4.3.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검증 방식

을 3단계로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1단계는 <표 7>과 같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인 사업가에 대

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2단계는 <표 8>의 

모형 1과 같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3단계는 <표 8> 모형 2와 같이 독립

변수와 매개변수인 사업가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창업 의

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Baron & Kenny(1986)의 3

단계 방식의 검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표 7>'과같이 조사대

상자의 창업 배경은 Baron & Kenny(1986)의 1단계에서 유의

미하지 않아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의 혁신성과 직업 가치 자율성과 경제적 

성취 욕구는 <표 7>'과같이 Baron & Kenny(1986)의 1단계에서 

사업가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표 

8>의 모형 1, 모형 2의 결과를 통해서 기업가정신의 혁신성과 

직업 가치 자율성과 경제적 성취 욕구는 창업 의지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Baron & Kenny(1986)의 2

단계와 3단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의 모형 2에서 사업가에 대한 인식이 창업 

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가에 대

한 인식에 대한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형 1, 모형 2단계의 R2의 변화량은 모형 2단계에 독

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포함되는 경우 변화량이 증가하면서 사

업가에 대한 인식의 매개변수의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가에 대한 인식은 부분 매개 효과를 통해서 

기업가정신의 혁신성과 직업 가치 자율성과 경제적 성취 욕

구는 사업가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창업 의지에 영향을 간접

적으로 미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효과 방법

에 대한 검증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가로 Sobel Test를 실시하

였다. 이에 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Sobel Test는 Z값이 

±1.96을 기반으로 ±1.96보다 크거나 작으면 영가설을 기각하

며, 매개 효과는 통계적 95% 신뢰수준을 기반으로 유의성을 

판단한다(Sobel, 1982). 매개 효과에 대한 Sobel Test 결과를 

살펴보면 혁신성→사업가에 대한 인식→창업 의지, 자율성→

사업가에 대한 인식→창업 의지, 경제적 성취 욕구→사업가에 

대한 인식→창업 의지와의 매개 효과에 대한 가설이 채택되

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분석결

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Baron & Kenny(1986)의 분석결과를 지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가에 대한 인식은 혁신성, 자율

성, 경제적 성취 욕구가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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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b β t b β t

(상수) .488 　 .263 -.355 　 -.192

성별(여성) -1.133 -.118 -2.470* -1.067 -.111 -2.357*

나이 -.130 -.107 -2.243* -.153 -.126 -2.664**

창업

경험

가족 창업 

경험(있음)
-.237 -.025 -.420 -.164 -.017 -.295

창업 성공 

모델(있음)
1.760 .181 3.139** 1.666 .172 3.012**

금융교육 

경험(있음)
.496 .052 1.103 .478 .050 1.080

창업교육 

경험(있음)
1.568 .155 3.315* 1.612 .159 3.457***

기업가

정신

혁신성 .118 .145 2.665* .096 .117 2.163*

진취성 .083 .061 1.164 .072 .053 1.013

직업

가치

자율성 .299 .209 4.252*** .255 .178 3.611***

경제적 

성취욕구 
.266 .250 4.948*** .234 .219 4.342***

사업가에 대한 

인식
.231 .163 3.301**

F 15.762*** 15.745***

R2 .321 .343

Adjusted R2 .301 .321

R2 변화량 .321 .022**

Durbin-Watson 1.853

<표 8> 매개효과 검증

기준: 성별(남성), 가족 창업 경험(없음), 창업 성공 모델(없음)금융교육 경험(없음),

창업교육 경험(없음) *p<.05, **p<.01, ***p<.00

<표 9> 사업가에 대한 인식의 Sobel Test

매개효과 검증

Sobel Test 채택 여부

혁신성→사업가에 대한 인식→창업의지 2.108 채택

진취성→사업가에 대한 인식→창업의지 1.654 기각

자율성→사업가에 대한 인식→창업의지 1.978 채택

경제적 성취욕구→사업가에 대한 

인식→창업의지
2.058 채택

Ⅴ.결론 및 제언

5.1. 연구내용 요약 및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직업 가치, 창업 배경이 청년구직자

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매개 효과로서 

사업가에 대한 인식이 창업 의지에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

지 실증연구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 직업 가치의 경제적 성취 욕구

와 자율성은 연구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사업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자율성과 경제적 성취 욕구인 직업 가치는 사업가

에 대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직업 가치가 높을수

록 사업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다.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

운 것을 도전하는 심리적 요인이 기성세대보다 민첩한 청년

구직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자신만의 사업을 구상하고 이

를 실천하기 위해 창업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

공한 사업가에 대한 선호도도 높게 된다. 개인성향이 강해 타

인에게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청년들의 경우 직업을 선택할 

때 자유롭게 일하는 분위기를 원하며 자율성과 경제적 성취 

욕구가 강할수록 사업을 하려는 욕구가 높고 사업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창업 성공모델, 창업교육 경험,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 

직업 가치 중 자율성과 경제적 성취 욕구는 창업 의지에 유

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는 창업 의지

에 부(-)의 영향을 미쳐 청년층의 연령대라도 10대보다 20대

의 나이에서 창업 의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성이 높을수록 창업 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자율성과 

경제적 성취 욕구가 높을수록 창업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수업을 통해 호기심을 갖고 사업가

에 대한 비전을 키우지만, 대학생과 20대 후반의 청년의 경우 

학교를 졸업한 이후 구직활동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인 취업 

시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청년구직자는 자본과 경험, 

창업을 위한 정보력과 사회 네트워크가 부족해 창업을 도전

하기보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10대보다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실패에 대한 리스크와 

창업비용이 발생하는 창업 의지는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과 직업 가치관의 자율성, 경제

적 성취 욕구와 창업 의지와의 관계에서 사업가에 대한 인식

의 매개 효과 분석결과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의 함양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윤지수, 2017), 본 연구에서도 창업 의

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의하면 대학 진학 시 전

공을 선택하고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생이라도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 할지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진로교육에 노출되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취업과 창업 모두 진로설계

를 제때 하지 못하고 over spec만 추구하다 보니 비젼에 대한 

목적의식과 실무능력이 부족하다.

최근 정부는 창업 국가를 지향하며 정책개발과 창업지원을 

하고 있지만, 창업을 위한 현장경험을 다양하게 만들지 못하

고 창업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교육 및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함양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김종명, 2020). 기업가정신은 

기업을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생명력이자 국가의 경제발

전 핵심요소로 기업, 정부, 학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으며(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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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10), 과학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경제적 편익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Wu et al., 2020). 정부의 

대학 창업교육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는 지방자치단

체, 민간 기업과 연계되어 창업 친화적인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인식은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토대로 기획하다 보니 현장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업가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창

업 아이템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습과 경력 쌓기가 가

능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연계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비즈쿨을 통해 창업교육을 하

고 있지만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전국 2,366개 고등학교 중 

221개만 정부 지원 속에 교육을 받고 있어 고등학교 창업교

육의 활성화 방안도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으로 재검토가 필

요하다(정보포털, 2020).

친화적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학교 때부터 자유학기제

에 창업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상급학교로 진급할수록 

창업교육과 진로몰입을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디지털 기

술의 발달로 소득 불평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

람들은 주변 사람의 소득 수준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

고, 수입에 따라 개인의 삶의 만족도도 달라진다(Cheung & 

Lucas, 2015). 금전에 대한 이해와 경제원리의 개념 확립은 청

소년기부터 꾸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창업교육에 앞서 자본주

의를 이해하는 금융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전공별로 나눠 다양하게 

연구하지 못했고 청년구직자의 직업 가치관과 창업 배경의 

다양한 변수를 추가로 연구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어 이와 관

련된 연구가 진행된다면 청년구직자의 창업 활성화 방안 제

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 배경, 기업가정신과 창업 

의지와의 연구는 다양하지만, 기존에 다루지 않던 금융교육과 

직업 가치관을 연구함으로써 변수의 대등성을 설명하기에 어

려움이 있고 복잡성과 동질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보완 할 

수 있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REFERENCE

강만구(2018). 기업가정신이 스타트업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

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강병오(2010). 중소기업 CEO의 창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강재학·하규수(2015).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의 매개 효과

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4), 1-12.

구지은·전병길(2015). 창업자기능감, 일가치 및 창업지원서비스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리학회지, 21(6), 1-13.

김경은(2012). 예방적 집단미술치료가 학생의 자기표현 향상과 스
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긍정심리 이론을 중심으로, 석

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김교명(2019). 예비창업가특성과 창업교육의 학습전이가 창업의도
에 미치는 영향, 박사논문, 한경대학교 미래융합기술대학원.

김범성(2012).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과정 모형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9(1), 119-152.

김선구·강지원·이재은·최용석·한가록(2016).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5), 15-27.

김성환·복경수·박재춘(2015).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기업가정

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

으로, 한국벤처창업학회, 10(5), 15-26.

김성훈·남정민(2016). 대학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연구: 창업

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황 및 인식 비교 분석, 

벤처창업연구, 11(6), 175-183.

김수현·유봉호(2013). 청년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내적 통제소재가 

창업 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2677-2687.

김영문·전지은(2009). 개인의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대학생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제, 42(2), 39-56.

김용태(2017).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가 대학생 창업의지

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2), 13-20.

김종명(2020). 창업교육, 정부지원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16(3), 429-448.

김종운(2014).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동기 및 창업계획 시기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1), 

79-87.

김지경(2017). 청년세대의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과 영향요인, 서

울: KLIPS 한국노동패널.

김택수(2016).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와 사업실패 부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

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김혜미(2018). 근거이론 분석한 대졸 청년구직자의 심리적 외상 회
복과정,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홍(2012). 대학생의 창업요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연구, 벤처창
업연구, 7(1), 263-271.

노현철(2017). 예비창업가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
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

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문태성(2018). 해외 혁신창업 생태계 연구, 서울: IBK경제연구소

민향옥·김동주(2013).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위상 인식, 네트워크 

환경 및 개인의 인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
창업학회, 8(4), 1-7.

박경배·심상오·정성영(2016). 예비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 교

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30(1), 21-41.

박경석(2014). 중국동포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직업가치관의 형성 과정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

학원.

박기남·정규환·이훈영(201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수직업가치관의 

형성 과정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요인: 지각된 위험

요인과 Two sided 네트워크 효과를 중심으로, 인터넷전자
상거래연구, 12(3), 207-235.

박남규(2014).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고려하
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시사·강성일(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

행업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 연구, 31(2), 187-204.

박은혜(2012).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가치관과 진로
성숙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오희선·하규수

98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6 No.3

서정훈(2013).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경력지향성 및 환경특성이 
창업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한밭대학교 대학원.

성영숙(2016). 청년대졸 구직자의 직업가치가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송영수(2010). 기업내 HRD 활동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의 역할 및 필요역량탐색, 한국기업교육학회, 

12(2), 51-72

신용식·김재홍(2020). 제조산업 종사자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과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안강현·이용환(1998).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교육학회, 17(1), 1-17.

안태욱(2017). 대학 창업교육의 창의성 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 창업가 정신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엄태성·김동진·변광인(2009). 잠재창업자의 직업 성격 유형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외식, 조리 전공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

로, 한국조리학회, 15(1), 67-78.

오상훈·하규수(2013). 창업환경 및 인식이 사업실패부담감을 매개

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지털정책협회, 11(8), 

143-157.

오영미·박성환(2014). 기업가정신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컨설팅학회, 14(2), 199-221.

오해동·최지연·노전표(2016). 개인 특성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

에 미치는 영향: 홉 스테드 문화특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

로, 벤처창업연구, 11(2), 35-48.

유연호·양동우(2008).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경력

지향성과 사회. 문화적 요인 그리고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중

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1(5), 2347-2368.

윤명숙(2017). 현실치료를 적용한 미술치료가 대학생의 진로자기효
능감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윤방섭(2004). 창업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한국산
학경영학회, 17(2), 89-110.

윤지수(2017).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
로, 석사논문, 대전대학교.

이기만(2018). 창업가의 특성과 창업 준비성이 사업 지속성에 미치
는 영향: 창업의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이루리·이소영(2016). 개인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글로벌역량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
회, 14(5), 217-225.

이승배·서철승·유왕진(2016). 창업과 기업가에 대한 인식이 대

학생의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에 주는 

시사점, 한국경영공학회지, 21(4), 173-192.

이승현(2014). 창업자의 특성 및 창업가정신 그리고 정부의 창업지
원정책이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보
육센타의 지원서비스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이신모(2001). 대학생들의 창업환경인식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연
구 1(1), 73-95.

이유태(2014). 대학생 현장체험학습(새가게 운동)이 창업의도와 소

상공인 경영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6(1), 135-157.

이윤석(2017). 국가 간 비교를 통한 대하갱 창업의지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2016년 글로벌 대학생 기업가정신 조사를 중심

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2(5), 303-323.

이재석·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가 지

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0(3), 

61-74.

이재은·강지원·김춘광(2017).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

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32(3), 

193-214.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한국중소기업학
회, 22(1), 121-146.

이해준(2020.10.19). 청년층 실업 잠재실업자 120만명 역대 최대,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

임채관(2019). 중국 대학생의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직업가치관과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논문, 동명대

학교대학원.

장대성(2003). 한국과 미국의 창업교육 비교를 통한 한국 벤처창업 

교육전략수립,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8(1), 129-139.

정대용(1999). 창업과 사회·문화 요인간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제경영연구, 10(1), 59-85.

정보포털(2020.11.18). 창업관련 교육, http://www.open.go.kr.

정보포털(2021.03.02). 청년고용관련질문, http://www.open.go.kr.

정연수·조성의(2013). 대학생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창업

교육에의 시사점, 한국창업학회, 8(1), 57-73.

정영호(2013).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기업가정신이 기업 지속 가
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감정 조절 능력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정주영(2013). 대학교육만족도, 직업가치관, 직업만족도에 관한 구

조적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31(1), 53-83.

조영조(2016). 한. 중. 일. 홍콩 대학생의 개인특성 및 사회적 환경
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

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진문량(2017). 창업환경요인과 창업가 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채연희(2016).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

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최양림(2012). 직장인들의 은퇴 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통계청(2017). 2016년 기준 기업 생멸행정통계 결과 보도자료. 

Retrieved (2021,01,10), form https://kostat.go.kr

통계청(2018a). 2017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Retrieved 

(2021,01,10), form https://kostat.go.kr

통계청(2018b). 청년창업활성화방안 보도자료, .Retrieved 

(2021,01,10), form https://kostat.go.kr

하은솔·이상림·이철선(2020).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8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9). 한.중 대학생 창업생태계 비
교., 서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허유진(2018). 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
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KDI 경제정보센터(2020. 12. 17.). 2021년 경제정책방향,

Retrieved (2021.03.10.), Form http://www.ei ec.kdi.re.kr.

KISDI(2017). 벤처창업 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분석, Retrieved 

(2021.02.20.), form https://www.kisdi.re.kr.

Ahn, K. H., & Lee, Y. H.(1998). A Study on the Types of 

Work Values of the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17(1), 1-17.

Ahn, T. U.(2017). The Influence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s Creativity Capacity to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on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청년구직자의 창업 배경과 기업가정신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업가에 대한 인식의 매개 효과 검증

벤처창업연구 제16권 제3호 (통권75호) 99

Bae, T. J., Qian, S., Miao C., & Fiet, J. O.(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Baylor University, 38(2), 217-254.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Chae, Y. H.(2016). The Effect of Employability of the 

University Studen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an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Major,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Chang, D. S.(2003). Building Strategy for Successful Venture 

Creation Education in Korea by Reviewing Venture 

Creation Education of Korea and USA,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8(1), 129-139.

Cheung, F., & Lucas, R. E.(2015). When does money matter 

most?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over the life course, Psychology and 

Aging, Lucas Michigan State University, 30(1), 120.

Cho, Y. J.(2016). A comparison study amongst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China, Japan and Hongkong 

o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ocial environmen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Choi, Y. L.(2012).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 lintention 

of the retired office-worker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Chung, D. Y.(1999).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Social Cultural 

Dimensions,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10(1), 

59-85.

Chung, Y. H.(2013).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he 

Personal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hip of the 

Founder of an Enterprise over Its Sustainability: the 

Monitoring Effects of Emotional Controls,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Covin, J. G. & Slevin, D. P.(1989).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firms in hostile and benign environm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1), 75-87.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ment,  34, 42-49.

Eisenmann, T. R., & Ries, E., & Dillard, S.(2012). 

Hypothesis-driven entrepreneurship: The lean startup, 

Harvard Business School Entrepreneurial Management 

Case, 812-095.

Eum, T. S., Kim, D. J., & Byun, G. I.(2009). Influence of 

Career Aptitudes of Potential Businessmen on Their 

Determination to Start Business: Focused on the 

College Students of Food-service & Culinary Art 

Departments,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15(1), 67-78.

Gnyawali, D. R., & Fogel, D. S.(1994).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 

ractice, Baylor University, 18(4), 43-62.

Ha, E. S., Lee, S. L., & Lee, C. S.(2020). Research on 

establishing basic directions for each youth policy a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189.

Heo, Y. J.(2018). A Study on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Work Values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 

Ju, Korea.

Hmieleski, K. M., & Corbett, A. C.(2006). Proclivity 

forImprovisation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4(1), 45-63.

Information portal(2021. 03. 02.). Youth Employment 

Questions, http://www.open.go.kr. 

Information portal(2020. 11. 18.). Startup related education, 

http://www.open.go.kr.

Jeong, Y. S., & Cho, S. E.(2013).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 for new business 

startups: Implications for education program design,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8(1), 57-73.

Jin, M. Y.(2017). An Empirical Study of Effects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Individual,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Mokwon University.

Johnson, B. R.(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3), 39-54.

Jung, J. Y.(2013). The Analysis on the Casual Model between 

University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Occupational 

Satisfaction mediated by Occupational Valu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1(1), 53-83.

Kang, B. O.(2010). Major in Entrepreneurship Consulting 

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Kang, J. H., & Ha, K. S.(2015). A study on effe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4), 1-12.

Kang, M. G.(2018).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o Start a Start,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KDI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2020. 12. 

17.), 2021 Economic Policy Direction, Retrieved 

(2021.03.10), form http://www.eiec.kdi.re.kr.

Kennedy. J. C., Fu, P. P., & Yukl, G. A.(2003).  Influence 

tactics across twelve cultures, Advancesin Global 

Leadership, Volume(3), 127–147.

Kim, B. S.(2012). A Study on the Entrepreneur's 

Psychological Traits and Entrepreneurship: Focus on the 

Process Model,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9(1), 

119-152.

Kim, H.(2012). The Entrepreneurial Factors and 



오희선·하규수

100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6 No.3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263-271.

Kim, H. M.(2018). The recovery process from psychological 

trauma of young job-seeker –university graduates 

analyzed by grounded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Kim, J. K.(2017). The level of confidence and influences of 

life in the transition period of youth, Seoul: Korea 

Labor Institute.

Kim, J. M.(2020). The Influence of Start-up Education, 

Government Support and Entrepreneurship on Start-up 

Inten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6(3), 429-448.

Kim, J. W.(2014). An Analysis of Factors on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ed on the 

Motivation and Intended Startup Tim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1), 79-87.

Kim, K. E.(2012). The Effects of Preventive Group Art herapy  

Therapy on The Improvement of Self-Expression and 

the Stress Reductionin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Positive Psychological Effects,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novation, Hanyang University.

Kim, K. M.(2019). The influence of pre-entrepreneur 

characteristics and learning transfer of startu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Kim, S. G., Kang, J. W., Lee, J. E., Choi, Y. S., & Han, G. 

R.(2016). Youth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cholastic Performanc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11(5), 15-27.

Kim, S. H., Bok, K. S., & Park J. C.(2015). Relationship among 

Self-determinati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15-26.

Kim, S. H., & Nam, J. M.(2016). Republic of Korea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atus and Recognition 

Research: Focusing on Entrepreneurs, Entrepreneurs 

Preliminary, Student Center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and Recogni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6), 

175-183.

Kim, S. H., & Yoo, B. H.(2013). An Effects of Youth 

Founder's Entrepreneurship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on Possibility of Start-up Succ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677-2687.

Kim, T. S.(2016). The Affect of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Business Failure Fear, Master thesis, Hoseo University.

Kim, Y. M., & Jeon, J. E.(2009).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BUSINESS MANAGEMENT REVIEW, 42(2), 39-56.

Kim, Y. T.(2017).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Attitude on 

Undergraduate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12(2), 13-20.

KISDI(2017). Venture Startup Support Policy Status and 

Performance Analysis. Retrieved (2021.02.20.) form 

http://www.kisdi.re.kr.

Koo, J. E., & Chum, B. G.(2015). The Influence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Work Value, and 

Entrepreneurial Service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Coffee Shop Founders,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21(6), 1-13.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2019).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 startup ecosystems. 

Lee, G. M.(2018). Influence of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and Startup Preparedness on Business Continuit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Will,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Lee, H. J.(2020.10.19). Unemployment among young people, 

1.2 million potential unemployed, the largest ever,

Herald Economy, http://biz.heraldcorp.com.

Lee, J. E., Kang, J. W., & Kim, C. K.(2017). Do Person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ffect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2(3), 193-214.

Lee, J. S., & Lee, S. M.(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61-74

Lee, J. U.(2000).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Korean Assoc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22(1), 121-146.

Lee, R. L., & Lee, S. Y.(2016).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sonal Traits to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lobalization 

Capability,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4(5), 217-225.

Lee, S. B., Seo, C. S., & Yoo, W. G.(2016). The Impact of the 

Recognition of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 on th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Management Engineers Society, 21(4), 173-192.

Lee, S. H.(2014). A Study on Effect of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ed 

on The Support Services of Business Incubator Center,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Lee, S. M.(2001). A Study on the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1(1), 73-95.

Lee, Y. S.(2017).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Start-up Intention by Comparison 

between Countries: Focus on 2016 Global University 



청년구직자의 창업 배경과 기업가정신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업가에 대한 인식의 매개 효과 검증

벤처창업연구 제16권 제3호 (통권75호) 101

Entrepreneurial Spirit Students’ Survey,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12(5), 303-323.

Lee, Y. T.(2014). The Effects of New Store Movement 

(University Student Field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Small 

Enterprise Owners’ Management Performance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6(1), 135-157.

Leffel, A., Hallam, C. R., & Womack, D.(2008).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 for new technology intrapreneurs 

and entrepreneurs in a university environment. In 

PICMET'08-2008 Port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Engineering & Technology, 754-763, 

IEEE.

Lim, C. G.(2019). The effects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mediating effect of vocational values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Tongmyong University.

McGrath, R. G.(1999). Falling forward: Real options reasoning 

and entrepreneurial fail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1), 13-30.

Min, H. O., & Kim, D. J.(2013).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 Socal Status, Networking Environment, 

and Demographics on Start up Intention,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8(4), 1-7.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Mun, T. S(2018). A Study on the Ecosystem of Overseas 

Innovative Entrepreneurship, Seoul: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No, H, C.(2017). The Effects of Potential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and Governmental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Governmental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OECD(2014). Enterpreneurship at a Glance 2014, OECD 

Publishing, Paris.

Oh, H. D., Choi, J. E., & Noh, J. P.(2016).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Moderating effect of 

Hofstede's Cultures Dimension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35-48.

Oh, S. H., & Ha, K. S.(2013).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Start-up Environment and Self-efficacy 

Mediated by Fear of Business Failur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8), 143-157.

Oh, Y. M., & Park, S. H.(2014).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n Start-up 

Intention, The Korea Academy Of Business Ethics,

14(2), 199-221.

Park, E. H.(2012). A Study on Job Values and the Career 

Maturity of Meister School Students and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focussed on electrical, electronic 

and communication major,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Park, K. B., Shim, S. O., & Jung, S. Y.(2016). Effects of 

Prospective Entrepreneur's Psychological Attributes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to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Education, 

30(1), 21-41.

Park, K. N., Jung, G. H., & Lee, H. Y.(2012). Acceptance 

Factors of Mobile Applications: Based on the Perceived 

Riskand Two-Sided Network Effects,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arch, 12(3), 207-235.

Park, K. S.(2014). Impact of Korean-Chinese’s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Park, N. G.(2014). TheInfluenceofEntrepreneurialSupporting 

Policy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Conside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Business Failure Burdenand the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Park, S. S., & Kang, S. I.(2007). Research Article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ravel Agency Employees,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31(2), 187-204.

Scherer, R. F., Adams, J. S., Carley, S. S., & Wiebe, F. A. 

(1989). Role model performance effects on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career prefer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3), 53-72.

Scott, M. G. & Twomey, D. F.(1988). The long-term supply 

of entrepreneurs: Students career aspirations in relation 

to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4), 5-13.

Seo, J. H.(2013).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college students' individual, experienci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s,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Hanbat National 

University.

Seong, Y. S.(2016). Influence of Work Value of Young 

College Graduate Job Seekers on Occupational Choice,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Kyonggi University.

Shin, Y. S., & Kim, J. H.(2020).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Manufacturing Industry Employees: Focused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Sobel, M. E.(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Song, Y. S.(2010). A Study on Facilitator's Role and Required 

Competencie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Corporate setting, Korean Society for Learning and 

Performance, 12(2), 51-72.

Statistics Korea(2017). Business life and death administration 

statistics as of 2016, http://kostat.go.kr.

Statistics Korea(2018a). Business life and death administration 

statistics as of 2017, Retrieved (2021,01,10), form 

https://kostat.go.kr.

Statistics Korea(2018b). Press Release for Promotion of Youth 



오희선·하규수

102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6 No.3

Entrepreneurship, Retrieved (2021,01,10), form 

https://kostat.go.kr.

USB(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SB White Paper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Wu, W. H., Wei, C. W., Yu, M. C., & Kao, H. Y.(2020). 

Exploring Factors Surrounding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Medical Informatics: The Theory of 

Planning Behavior Perspective, Frontiers in psychology, 

11, 2623.

Yoon, B. S.(200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Academic and Industrial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17(2), 89-110.

Youn, J. S.(2017). A Study on Effect of the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Yoon, M. S.(2017). Effect of Art Therapy with Reality 

Therapy on College Students’ Career Self-Effica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Alternative Medicine Kyonggi Universi.

Yu, Y. H., & Yang, D. W.(2008). An Empiric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Career Orientation, Social & Cultural Perception, and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s, 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21(5), 

2347-2368.



청년구직자의 창업 배경과 기업가정신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업가에 대한 인식의 매개 효과 검증

벤처창업연구 제16권 제3호 (통권75호) 103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Start-Ups and the Factors of

Entrepreneurship in Young Job Seekers'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Businessmen

Oh Hee Shun*

Ha Kyu Soo**

Abstract

The government is trying to create jobs by providing 160 billion won in 2021 to revitalize youth start-ups, but the number of youth 

unemployment and potential unemployment is hitting a record high of 1.2 million due to the shock of employment due to COVID-19. 

Although start-ups are encouraged as an alternative to revitalizing jobs, the success rate of young start-ups is low due to lack of start-up 

funds and exper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need to diversify start-up education and career education by understanding start-up 

policies through one-time funding and short-term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were as follows, by sampling 344 students from specialized high schools preparing for employment and 344 young people in 

their 20s who are seeking jobs.

First, among the entrepreneurship subvariables, innovation, autonomy of job value, and desire for economic achievement are significant, 

and the older the person surveyed,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the entrepreneur was. Second, as you get older, your will to start 

a business decreases, and your experience in successful start-up models and start-up education has an impact on your will to start a 

business. Third, perception of entrepreneurs is a partial medium effect, which indirectly influences the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and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s the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through the autonomy of job values, the desire to achieve economic 

and entrepreneurship.

Keywords: youth job seekers, entrepreneurship, occupational values, business background,  perception of entrepreneurs,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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