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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의 차이를 알아

보고,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

에서 진로장벽의 조절효과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및 기업가 진로의도 간의 구조 모형을 

검증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및 

기업가 진로의도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구명하였다. 넷째,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및 기업가 진로의도의 관계에서 기업가 자기효능

감과 기업가 기민성이 갖는 매개효과를 구명하였다. 다섯째,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정신 및 기업가 진로의도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의 

조절효과를 구명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4년제 대학생이며, 표집 크기는 층화, 군집, 비율 표집을 

활용하여 총 7개 대학, 490명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도구는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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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및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

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 측정 도구로 구성하였다.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정

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측정도구는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연

구 맥락에 맞게 선정하여 활용하였고, 진로장벽 요인별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활

용된 진로장벽 요인의 문항을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측정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5월 중에 이루어졌

으며, 배포된 490부의 설문지 중 447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447부 중 이상치를 

제외하고 445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 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t검정, F검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Mplus 8.3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변인 간의 직접효과, 매개효과,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추리통계 결과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 간의 구조 모형은 변인 간의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은 기업가 

진로의도에 직접적인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 사이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

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은 조절효과가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는 성별, 학년, 전공 계열, 대학 소재지, 창업강의 수강횟수, 창업동아리 

참여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기업가 진로개발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은 기업가 진로의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하고,

변인 간 구조 관계에 대한 예측 타당도를 가진다. 이를 통하여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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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은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예측하는 데 적합하며,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예측변수로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

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 위험감수, 진취성으로 설명되는 대

학생의 기업가 정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가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나 관련 경험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가에게 요

구되는 능력 요소로서 정보를 탐색, 연합, 평가할 수 있는 기업가 기민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일 경험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진로장벽 요인

으로서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은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

과정에서 변인 간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하였으므로, 정책 개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진로장벽 요인을 극복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개발 지원

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진로교육을 제공

함으로써 대학생의 진로장벽 요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거나,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여 진로장벽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은 독립변인으

로서 기업가 진로의도에는 부적 영향력이 있었으나 다른 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부의 기업가 진로개발 지원이 주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으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다섯째, 조건부 조절효과 분석 결과, 기업

가 자기효능감이 낮을 경우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 과정에서 진로장벽 요인의 부적인 

조절효과를 느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볼 수 있

고, 대학 진로교육 현장에서 기업가 진로의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학생이 기

업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제시한 대학 진로교육 현장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기업가 진로

개발 정책이 마련되고, 대학 진로교육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특히 성별, 대학 소

재지, 전공 계열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

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 촉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

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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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보다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개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보다 효

과적으로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적절한 진로교

육 개입을 통해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 수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

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제적 지원 외에도 기업가 진로에 반대하

는 부모나 지인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기업가 진로에 대해 진로정

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가 진로와 관련된 지식/기술/경험을 증

진하는 데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교육이나 일 경험이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개발 현장

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 기업가 진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의 내적 특성 및 내/외부 진로장벽 요인과 더불어 대학의 환경적 특성

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최근 국외 연구에서 다수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대학의 문화, 대학의 제도 등을 연구함으로써 국내 대학의 문화나 제도가 대학

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혹은 부정적

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이 참여한 기업가 진로의도 

촉진을 위한 교육이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 향

상을 통해 기업가 진로의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

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진로장벽 요인 외에 추가적인 진로장벽 요인을 탐색하고, 대

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해당 진로장벽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집단별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면,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개발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 대학생 진로, 진로의도, 기업가 진로의도, 창업, 창직,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진로장벽 요인, Mplus 구조방정식 분석, 

        구조방정식 조절 모형, 조절된 구조방정식 모형, 이중매개효과

학  번 : 2016-3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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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 되는 가운데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과 창직을 포함한 기업가 진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윤지수, 현병환, 2017; 이우진, 2013;

이원준, 2016). 한국개발연구원(2017)의 조사 결과, 2012년부터 3년간 

평균 취업자 수 증가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발생하였고,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은 평균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시장과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가

라는 진로가 실업이나 일자리 부족 등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진로대안으로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대학의 진로교육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이 때 노동

시장의 진입은 주로 취업을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가 진로가 새로운

진로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기업가 진로의도를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들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 진로교육은 노동시장 정책과의 가교 또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정철영 외, 2015), 대학의 진로교육은 학생의 

체계적·종합적인 진로개발역량의 습득을 지원하고, 기업 및 국가의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쟁력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이지연, 2001). 

따라서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개발 지원은 국내·외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정책을 고려할 때, 중요한 진로교육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 시기에 형성하는 진로의도는 노동시장의 이행과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다. 대학생 시기의 

진로과업은 전 생애 진로과업 중 중요한 진로과업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Feldman & Ng, 2007), 대학생의 노동시장 이행은 개인의 생애 첫 이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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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첫 이행 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개인의 진로 및 생애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korikov, 

2007). 대학생 시기는 진로의도 형성을 위해서 자기이해 활동과 함께 외부

환경의 조건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진로방향을 결정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정철영, 김재호, 2001; 최윤경, 2014).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하는 것은 기업가 진로로 나아갈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개발 촉진을 위해서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

의도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의 내적인 특성 또는 환경적 변인이 

연구되어 왔다(김유신, 성창수, 박주연, 2019; 변충규, 성창수, 2018; 안태

욱, 박재환, 2018; 윤지수, 현병환, 2018; 이우진, 2013; 이원준, 2016; 정

경희, 성창수, 2016). 선행연구는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 변인 간의 관계

를 실증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기업가 진로의도에서 ‘기업가 진로’는 주로 

창업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사업가, 경영자, 즉 기업가로서의 진로를 포괄하지 

못했다(Kueger, Reilly & Carsrud, 2000; Shook, Priem & McGee, 2003).

국내에서도 기업가 진로의도를 창업의도, 창업의지 등 제한된 의미로 사용

함으로써 기업가 진로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기업가 진로가 포괄하는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정경희, 성창수, 2016). 이 연구

에서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해석되었던 기업가 진로의도에서 ‘기업가 진로’

의미를 확장하여 기업가 진로의도를 설명함으로써, 기업가 진로의도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자 한다.

둘째, 기업가 진로의도를 설명하는 이론의 한계이다. 그동안 기업가 진로의도는

주로 행태이론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의도는 실제적인 결정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행태이론으로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으로서 

진로의도를 이해하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다(Sheeran, 2002).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고자 최근에는 진로이론으로 기업가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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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Hsu et al., 2019). 진로이론으로 

기업가 진로의도를 설명하는 것은 개인이 일생 동안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대안들 중에서도 기업가 진로를 진로대안으로 고려하고,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과 실제 기업가로의 진로결정, 이후 기업가로서의 진로에 실제 진출

하는 일련의 진로의사결정과 실행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ehghanpour, 2015; Leon, Shannon, Helen, & Sheri, 2018). 이 연구에

서는 행태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인지 진로이론과 계획된 우연

이론으로 진로이론의 관점에서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을 설명

하고자 한다.

한편, 연구 방법 측면에서 기존에 활용되었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방법은 

조절변인을 포함한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없이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조절효과가 갖는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분석의 정밀성 측면에서도 변인 간의 구조 관계에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이형권, 2018).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방법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Mplus를 활용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과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인지 진로

이론과 계획된 우연이론을 기저이론으로 하여,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 특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

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을 설정하고,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진로장벽 중 외부 

진로장벽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를 내부 진로장벽 요인

으로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각각을 살펴보면, ‘기업가 정신’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도전하고, 혁신

을 추구하는 개인의 특성으로(Schumpeter, 1934; Timmons & Spinelli, 

1994),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적 특성으로 연구되어 

왔다. 기업가 정신은 대학생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나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도 대학생의 진로개발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진미석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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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지 진로이론에 따르면 특정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과 능력을 

바탕으로 개인은 해당 진로에 대한 진로의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

하여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 설정한 진로장벽은 국외 선행연구에서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으나(Creed, Wong & 

Hood, 2009),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개인의 특정 

진로에 대한 의도형성 과정에서 진로장벽 요인은 변인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진로장벽은 맥락요인으로서 문화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Lent et al., 2001, 2013). 따라서 국내 대학생들의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 요인을 탐색하고, 진로장벽 요인별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국외 대학생과 비교하여 국내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

의도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진로장벽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한 점은 진로장벽을 하나의 

잠재변수로 취급하지 않고, 개별 진로장벽 요인별로 조절효과를 검증한다는 

점이다. 진로장벽을 하나의 잠재변수로 취급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할 경우, 

서로 다른 진로장벽 요인을 동일한 진로장벽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며, 이 때문에 진로장벽 요인별 조절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 연구

에서는 진로장벽을 하나의 잠재변수로 취급하지 않고, 진로장벽 요인을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진로장벽 요인별로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하여 실천적, 학술적으로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학술적으로는 대학생의 진로의도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모형을 구축하고,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구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천적으로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과 대학 진로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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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 

수준을 알아보고,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

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 간의 구조적 관계와 진로장벽 요인별 조절효과를 

구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수준을 확인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둘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 간의 구조 모형을 검증한다.

셋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 간의 직접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관계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다섯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외부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내부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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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 간의 구조 모형은 연구 변인 간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합

한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관계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은 매개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5.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외부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내부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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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진로의도(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는 창업을 포함하여 

기업가, 경영자로서 경력을 희망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기업가 

진로의도는 Linan & Chen(2009)의 도구를 연구자가 번안한 측정 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나.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은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며,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의 

성향 및 행동 특성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기업가 정신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Miler(1982)가 개발하고 강정우 

외(2018)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측정 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자기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은 기업가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의 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Wilson, Kickul, & Marlino(2007)가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번안한 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기업가 기민성

기업가 기민성(Entrepreneurial Alertness)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새로운 기회를 식별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Kirzner, 1997).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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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업가 기민성은 탐색, 연합, 평가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Tang et al.(2012)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번안한 측정 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진로장벽 요인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은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기업가 진로

의도 형성을 저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심리적·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태를 의미하는데, 이 연구에서 진로장벽 요인(Career Barriers Factors)은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을 뜻하며, 

각 진로장벽 요인을 측정하는 기존의 진로장벽 측정 도구를 연구자가 기업가 

진로 맥락에 맞게 수정·보완한 측정 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

한다. 

1)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Economy Difficulties)은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개인이나 집안의 경제적 지원 부족,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기업가 진로

의도 형성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태를 

개인이 인식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연구자가 기존 진로장벽 도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항을 기업가 진로 맥락에 맞게 수정·보완한 측정 도구

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2) 가족/지인 반대

가족/지인 반대(Family/Acquaintance Opposition)는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기업가 진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기업가

로서의 진로 선택을 지지해주지 않거나 반대함에 따라,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을 저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심리적·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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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를 개인이 인식하는 수준을 뜻하며, 연구자가 기업가 진로 맥락에 

맞게 기존 진로장벽 도구에서 가족/지인 반대를 측정하는 문항을 수정·보완한

측정 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진로정보 부족

진로정보 부족(Lack of Career Information)은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

과정에서 개인이 기업가 진로와 관련된 교육, 일 경험, 직업 정보 등이 부족

하다고 개인이 인식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연구자가 기업가 진로 맥락에 맞게 

기존 진로장벽 도구에서 진로정보 부족을 측정하는 문항을 수정·보완한 

측정 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지식/기술/경험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Lack of Knowledge/Skill/Experience)은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개인이 기업가 진로와 관련된 지식/기술/경험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개인이 인식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연구자가 기업가 

진로 맥락에 맞게 기존 진로장벽 도구에서 지식/기술/경험을 측정하는 문항

을 수정·보완한 측정 도구에 대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1.4:1로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이 연구의 표집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1:1.1로 여학생의 표집비율이 더 높았으므로, 연구의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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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가. 대학생의 진로발달 특성 및 과업

대학생 시기는 학업세계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진로전환기로 

자아개념이 직업적 자아개념으로 확장되는 과도기이자, 진로발달 과정에서의 

탐색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Super, 1957). 이 시기의 진로발달 과업은 자

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직업을 

탐색하는 것이다. 

Super에 따르면 진로발달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적응과정이며, 

대학생 시기는 진로를 탐색, 결정, 확립하는 시기로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단계에 속한다. 이 시기에 개인은 직업세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미 형성된 자신의 자아개념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합하여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타협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진로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잠정적으로 결정한 자신의 

진로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구체화한 뒤, 이를 위한 체계적인 계

획을 세우고 준비한다. 즉, 대학생 시기는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직업적 선호를 분명히 하고 진로의사결정을 내리며, 선택한 분야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확립해 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Ginzberg, Ginsberg, Axelrod, & Herman(1951)은 진로발달 단계를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로 구분하고, 대학생 시기를 이 중 현실기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현실기는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대안을 설정하며 구체적으로 진로

를 선택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 개

인의 특성과 함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진로대안을 탐색하고 진

로목표를 구체화하며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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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을 이루어 나간다.

Tiedeman & O'Hara(1963)는 진로발달은 지속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직업적 자아정체감(vocational self-identity)

형성을 강조하였다. 직업적 자아정체감은 일에 대한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으로, 진로 의사결정

의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 개인은 직면한 문제에 결정을 내리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로발달을 이루어 나간다. 

Tiedeman & O'Hara(1963)는 진로발달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의사결정 과

정을 통한 직업의식의 발달에 따라 형성된다고 설명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Ginzberg et al.(1951)의 관점과 차이가 있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 과업은 전 생애 진로발달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진

로발달 과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Feldman & Ng, 2007). 개인의 생애 첫 

노동시장 이행 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개인의 진로 및 생애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korikov, 

2007). 대학생은 진로선택이라는 진로발달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 흥미, 가치관, 성격 등을 이해하기 위한 자기이해 활동(최윤경, 2014)

과 함께 외부환경의 조건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진로방향을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한다(정철영, 김재호, 2011). 즉 대학생은 직업세

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준비행동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진로발달 과업을 안고 있는 것이다

(정철영, 1997). 

대학생의 진로발달 특성 및 과업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대학생 시기의 진로의도 형성은 진로발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은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준비해 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생은 특정 진로에 대한 진로의도를 형성하게 되며, 형성된 

진로의도는 향후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13 -

나. 기업가 진로의도의 개념

진로(career)의 정의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진로는 시

간에 따라 유사한 경험을 축적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진로를 

직업 또는 직업생활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로는 한 사람이 경험하는 일이자, 대부분의 경우, 평생 동안 해왔던 일로 

설명할 수 있다(Arthur, Hall & Lawrence, 1989; Arthur & Rousseau, 1996).

의도(intention)는 인간 행위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의 기제로 활용되어 왔

다. 전통적으로 행위에 대한 인과론적 관점은 의도적 행위가 발생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이를 위한 의도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의도를 최근접 원인으

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의도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선희, 1989).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를 체계적

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이다.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Fishbein & Ajzen(1975)은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이 행동의도를 매개로 행위로 표현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계획된 행

동이론은 이러한 합리적 행동이론에 지각된 통제감을 추가하여 확장한 것이다

(Ajzen, 1991).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의도는 행위를 직

접적으로 연결하는 최근접 원인이며, 계획된 행동을 의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목표지향적 행동의 의지 모형, 

의도된 행동 이론, 상호행동 이론 등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Ryan & Amanda, 2019). 

Sellars(1963)는 의도를 시점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무언가를 하려는 의도와 미래 무언가를 하려는 의도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무언가를 하려는 의도는 의도와 함께 행위가 수반되거나 행위가 곧바로 발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 무언가 하려는 의도는 현재 행위를 위한 마음과 

의지가 존재하지만 곧이어 행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

다. 이처럼 Sellars(1963)가 제시한 의도의 성격은 의도를 현재와 미래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현재의도는 행위가 바로 수반되는 의도된 의도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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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수반되지 않지만 특정 행위를 선호하는 심리적 상태를 가진 순수한 의

도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가 진로는 청년과 대학생에게 자기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 및 

졸업생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대안 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다(Beeka & 

Rimmington, 2011; Fatoki, 2014). 대학생은 기업가가 자신에게 적합한 진

로이며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고, 금전적 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기업가를 희망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Barringer & Ireland, 

2010). 대학생이 기업가 진로를 희망하는 수준을 기업가 진로의도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 진로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Bird(1988)에 따르면 기업가 진로의도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 새로

운 기업이나 새로운 사업 개발 또는 기존 기업 내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가 진로의도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기업

체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기업의 성공, 생존, 성장 등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Bird, 1988). Morris & Sexton(1996)은 새로운 

기업 설립에 대한 철학, 태도,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Dell(2008)과 

Dhose & Walter(2010)는 기업가 진로의도를 신규 사업에 대한 개인의 

시작 또는 사업체 설립 의도로 정의하였다. Refaat(2009)는 기업가 진로

의도는 비즈니스의 개발과 구현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지시하고 안내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그동안 기업가 진로의도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창업의지’, ‘창업의도’ 등으로 사용된 기업가 진로의도의 

정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기업가 진로의도가 창업

의지(김성순, 2009; 김홍, 2012; 이지우, 2000; 정연우, 반성식, 2008), 

창업의향(김종운, 2015), 창업의도(성창수, 김진수 2011; 하규수, 김도현, 

김대호, 2010; 하규수, 윤백중 2011) 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이 연구

에서는 기업가 진로를 한정적으로 해석했다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기업가 진로의도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업가 진로

의도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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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관점에서 국내 연구자의 기업가 진로의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이재훈(2014)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를 기업가 진로의도로 설명했다. 이재석(2015)은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

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로 정의했다. 박경석(2014)은 새로운 

기회를 통해 기업을 설립하려는 의도로, 조영조(2017)는 미래에 창업가로서 

일하고자 하는 개인의 계획이나 의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채연희

(2016)는 앞으로의 한 개인의 진로로서 창업에 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여러 학자들의 정의에서 기업가 진로의도는 공통

적으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창업가나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포괄함을 알 수 있다. 창업가나 경영자는 기업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 진로의도를 단순히 새로운 기업이나 사업체

를 설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을 관리 및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성장하기

를 원하는 기업가 경력에 대한 희망 수준을 포괄하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 진로의도가 기업의 설립과 기업 경영 행동에 

대한 유효한 예측 변수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왔는데, 특히 기업가 

진로의도가 기업가로서의 진로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실증해왔다

(Bird, 1988; Davidsson, 1995; Dell, 2008; Kolvereid & Isaksen, 2006; 

Krueger et al., 2000; Krueger, 2007; Ismail et al., 2009; Peterman & 

Kennedy, 2003; Linan, 2004).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 특성과 과업 및 기업가 진로의도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는 대학생이 자신의 자아개념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합하여 기업가로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며, 

나아가 기업가라는 진로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발달과업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 시기에 형성된 기업가 진로의도는 기업가 

진로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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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가 진로의도의 측정

기업가 진로의도는 기업가 진로를 추구하고 희망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국

내 선행연구에서는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을 기업가 진로의도가 

아닌 창업의도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기업가(Entrepreneur)의 개

념을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기업가(Entrepreneur)가 

지칭하는 혁신과 진취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의 경영 활동을 지칭하는 의미를 충분히 반영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일부 연구에서는 창업의도가

아닌 기업가 진로의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박경임, 2011; 이채원, 

오혜미, 2019; 정경희, 성창수, 2016; Hirschi & Fischer, 2013; Wilsom, 

Kickul, & Marilno, 2007). 

기업가 진로의도 측정 도구가 진로개발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는 지적과 함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측정 도구들은 도구의 타당성과 정밀성

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Thompson, 2009). 대표적으로 기

업가 진로의도를 측정함에 있어 이분형 척도를 활용하거나(Lee & Wong, 

2004; Raijman, 2001), 단일 문항으로 기업가 진로의도를 측정하였다는 문

제가 주로 제기되어 왔다(Kruger et al., 2000). 

Thompson(2009)은 기존의 기업가 진로의도 측정 도구가 표준화 되지 

못했으며, 실제 기업가 진로의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지 비판하면서 체계

적인 도구 개발 절차에 따라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Thompson(2009)

의 도구는 대부분의 문항이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문항이 극히 적다는 단점이 있다.

Kim-Soon, Ahmad & Ibrahim(2016)의 기업가 진로의도 측정 도구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기업가 진로의도를 단일 요인으로 구성 및 측정하고 

있으나 현재의도와 미래의도라는 2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다른 

측정 도구들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

은 문항이 존재하며, 현재의도를 측정하는 문항들 사이에 유사성이 높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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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된 

측정 도구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국내·외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업가 진로

의도와 관련된 측정 도구를 종합한 내용은 다음의 <표 Ⅱ-1>과 같다. <표 Ⅱ-1>은 

국내 선행연구에서 창업의도 또는 창업의지 등으로 번역된 측정 도구를 포함

하여 기업가 진로의도 측정 도구를 고찰한 결과이다.

구분 문항 수 문항 내용

Raijman

(2001)
1 1. 당신은 기업을 시작할 생각이 있습니까?

Kennedy et al.

(2003)
3

1.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2. 향후 5년 이내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할 의향이 있습니까?

3. 향후 10년 이내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할 의향이 있습니까?

Linan & Chen

(2009)
6

1. 나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2. 나의 직업적 목표는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

3. 나는 나의 기업을 시작하고 경영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4. 나는 미래에 기업을 설립하기를 강력하게 원한다.

5. 나는 기업을 시작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6. 나는 언젠가 기업을 시작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

Thompson

(2009)
6

1. 나는 미래에 기업을 설립할 의향이 있다.

2.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기회를 탐색한 적이 없다.

3.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고 있다.

4. 기업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지 않는다.

5.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한 스스로의 계획이 없다.

6.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학습에 시간을 투자한다.

Lee et al.

(2012)
5

1. 나는 근로자가 되기보다 기업가가 되는 것을 선호한다.

2. 나의 직업적 목표는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

3. 나는 미래 기업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4. 나는 나의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5. 나는 나의 기업을 시작하는 것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Hirschi

(2013)
4

1. 나는 5∼10년 이내 비즈니스를 시작할 의향이 있다.

2. 나는 5∼10년 이내 소기업체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

3. 나는 5∼10년 이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발전시킬 

의향이 있다.

4. 나는 5∼10년 이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체를 인수하고 발전시킬 

의향이 있다.

Watchravesringkan 

et al.

(2013)

4

1. 나는 근로자가 되기 보다 기업가가 되는 것을 선호한다.

2. 나는 스스로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관심이 있다.

3. 나는 대학 졸업 후 기업가 진로를 추구한다. 

4. 나는 10년 이후 스스로의 비즈니스를 시작할 것이다.

<표 Ⅱ-1> 기업가 진로의도 측정 도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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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기업가 진로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도구들은 기업가 

진로의도의 의미를 신규 기업을 설립하는 행위 또는 희망 의지로 제한하고, 

대부분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의도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의도를 문항으로 표현함에 있어 시점과 행동적 표현에 대한 논의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Linan & Chen(2009)이 개발한 도구를 기업가 진로의도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로 선정하였다. Linan & Chen(2009)의 도구는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업가 진로의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세계적으

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가 진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관점과 현재에 

구분 문항 수 문항 내용

Kim-Soon, 

Ahmad & Ibrahim

(2016)

12

1. 나는 근로자가 되기 보다 기업가가 되는 것을 선호한다.

2. 나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다.

3. 나는 기업가가 되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다.

4. 나는 기업가가 되면 매우 열심히 일할 것이다.

5. 나는 이미 기업가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다.

6. 나의 직업적 목표는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

7. 나는 나의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8. 나는 대학 졸업 후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9. 나는 경영자가 되기를 원한다. 

10. 나는 미래 기업체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11. 나는 10년 이후 나의 비즈니스를 시작할 것이다.

12. 나는 언젠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채연희

(2016)
3

1. 나는 언젠가 나 자신의 사업체를 시작하고 운영할 것이다.

2. 나는 위험이 있다 치더라도 나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다.

3. 나는 향후 내가 할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가혜영

(2019)
5

1. 창업을 하기 위해 많은 준비 중에 있다.

2. 창업하는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

3. 창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4. 향후 2년 이내 창업을 할 생각이 있다.

5. 미래에 언젠가는 창업을 할 생각이 있다.

양승용

(2019)
5

1. 나는 새로운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2. 나의 직업적 목표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

3. 나는 졸업 후 창업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4. 나는 창업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5. 나는 가까운 시일 내 창업을 할 생각이 있고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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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점이 함께 반영되어 있고 창업 뿐 아니라 경영가로서의 경력을 개념

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Linan & Chen(2009)의 측정 

도구를 기업가 진로의도의 측정 도구로 선정하였다.

2. 기업가 진로의도 기저이론

가. 행태이론 관점

1) 계획된 행동이론

기업가 진로의도는 그동안 행태이론으로서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과 기업가 사건 모델(Entrepreneurial Event 

Model)에 기초하여 설명되어 오고 있다. 기업가 진로의도는 기업가 진로로의 

진출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행동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의 도가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변수라는 주장은 많은 사회과학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주장이다(Sheeran, 2002). 기업가 진로의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기업가 진로의도를 계획행동이론으로 설명하고 있고, 

Shapero & Sokol(1982)의 기업가 사건 모델 역시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

먼저 계획된 행동이론을 살펴보면, 계획된 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

(Theory Reasoned Action, TRA)을 발전시킨 이론이다(Ajzen & Fishbein, 

1980; Fishbein & Ajzen, 1975). 합리적 행동이론(TRA)은 주관적 규범과 

행동에 대한 태도의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리적 행동이

론에 따르면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강하고 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

범이 강할수록 행동 의도는 더 강해진다. 의도가 높으면 개인은 지정된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행동의도(behavior intention)는 특정 행동을 

실행하려는 의도의 강도를 측정하며,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동료나 친구로부터 특정 규범을 준수하라고 촉구 받는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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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zen(1991)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발전시킨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제안했다. 계획된 행동 이론은 구체적인 행

동에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의식적인 의도가 선행된다고 가정한다. 

다음의 [그림 Ⅱ-1]에 따르면, 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

된 행동 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의도가 행동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Ajzen, 1991). 

[그림 Ⅱ-1]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

자료: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계획된 행동이론의 세 가지 개념을 다음의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이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둘째,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하는 것을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 셋째, 내가 이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능력을 믿는가? 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해 측정된 의도는 60%-82%의 범위 내에서 실제 행

동을 예측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Kermi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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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대한 태도는 합리적 행동이론의 태도 개념과 동일하며, 사람이 어

떤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이는 

바람직한 정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행동에 따른 결과의 기대치를 포함한다

(Krueger et al., 2000).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하여 Solesvik et 

al.(2012)은 우크라이나의 3개 대학에서 경제 또는 경영학 전공의 3학년, 4

학년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들이 

기업가 진로의도가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라는 사회적, 문화적 압력을 말한다. 

주관적 규범에서 중요한 것은 친구, 가족의 동료, 멘토 등 자신이 속한 네트

워크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이다.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하여 주관적 규범

에 대해서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영향력에 대한 상반된 논의가 존재하는

데, 상하이의 중국 학생들의 표본에서 주관적 규범과 기업가 진로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그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wu & woo, 2008), Linan & Chen(2006)의 연구에서도 유럽(스페인)과 

아시아(대만)의 학생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결과, 주관적 규범이 기업가 진

로의도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2) 기업가 사건이론

행태이론의 관점에서 기업가 진로의도를 설명하는 다른 이론으로 Shapero

의 기업가 사건 이론(Theory of Entrepreneurial Event)이 있다(Krueger 

et al., 2000). 기업가 사건 이론은 개인의 특성, 인식, 가치, 신념, 배경 및 

환경(상황적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다(Krueger & Brazeal, 

1994). 예를 들어, 기업가 진로의도의 경우, 기업가가 되는 행위에 대한 개

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대상 활동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이용

한다. 태도는 기업가 행동을 수행하는 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의 기

대와 믿음의 결과로 형성된다. 결과에는 자산, 스트레스, 자율성 또는 지역사

회 혜택이 포함될 수 있다(Krueger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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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ro(1975)는 기업가 진로의도가 대체 행위의 신뢰성과 기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한다. 신뢰성은 그 행동이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하다

는 것을 요구한다. Shapero(1975)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의도를 예측하

는 데 있어서 지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Krueger(1993)는 Shapero(1975)의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Krueger(1993)가 

제시한 다음의 [그림 Ⅱ-2]의 모형에 따르면, 특정 행동에 대해 지각된 구

체적 바람직성이 지각된 바람직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의

도가 형성된다. 또한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미치

게 되고, 의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동경향 또한 

의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림 Ⅱ-2] Krueger(1993)의 기업가 사건이론 모형

Krueger Jr, N. F., Reilly, M. D., & Carsrud, A. L. (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Krueger(1993)의 기업가 사건이론에 따르면, 기업가 진로의도는 자기 

효능감과 통제력에 대한 인식 및 기업가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인지된 

개인적 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지된 만족도는 여러 진로대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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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진로의 상대적 매력을 나타낸다. 이것은 특정한 직업 환경에 대한 개

인적인 선호와 태도를 모두 반영한다. 행동에 관한 태도나 주관적인 규범이 

호의적일수록,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 커지며,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강

해진다. 

Krueger et al.(2000)은 기업가 진로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효능감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성취와 개인의 만족을 강화시킬 

수 있다(Bandura, 1997). Krueger et al.(2000)은 연구자들이 기업가 

진로의도 연구에서 종종 자기효능감을 간과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업가 자기

효능감은 기업가 진로의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기업가 진로의도 연구에 반영되어 기업가 진로의도의 중요한 

선행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은 꾸준히 실증되어 왔다. Ajzen(1991)과 

Shapero(1975)와 의 두 모델 모두 기업가 진로의도의 선행변수로서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있어 기업가 진로와 관련된 개인의 내적 특성이 중요함을 보여

준다.

3) 기업가 체계이론

Bird(1988)는 기업가 체계이론을 제시했는데, 사람들은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개인적 배경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제시된 단서

를 처리하는 합리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Bird(1988)는 기업가 진로의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기업

가 진로의도를 설명하는데 사회적 맥락을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자본이론을 바

탕으로 기업가 진로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Bird(1988)는 동기이론이나 계획된 행동이론과 같이 하나의 단일 이론을 사

용하기 보다는 학자들의 여러 이론을 결합하여 기업가 진로의도를 설명하도

록 영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기업가 진로의도 연구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구적인 공헌에도 불구하고, 첫째, 기업가 체계이론에서 활용

된 이론들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둘째, Bird(198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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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맥락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지만 이

후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맥락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는 점(Barnir et al., 2011; Gurel et al., 2010; Kristiansen & Indarti, 

2004; Prodan & Drnovsek, 2010; Secira et al., 2007) 등은 기업가 진로

의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기업가 체계 이론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다음의 [그림 Ⅱ-3]에 따르면 사회, 정치, 경제적 맥락과 개인의 과거, 현

재의 특성 및 능력은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인과적 사고 뿐 아니라 직관적이

고 전체적(Holistic)이며 맥락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

한 사고는 의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림 Ⅱ-3] Bird(1988)의 기업가 체계이론 모형

Bird, B. (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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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가 진로의도에 대한 행태이론의 한계

의도의 예측력은 행동의 선행으로서 대부분의 연구영역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의도와 행동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Ajzen(1987)은 의도가 행동의 변동의 약 30%를 설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Armitage & Conner(2001)의 메타 분석 결과에서도 의도가 

행동의 변동의 22%를 설명한다고 분석되었다. Sheeran(2002)은 의도와 행

동에서 28%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Cohen, 1992). 그러나 이와 달리 

어떤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 진로의도에 대해서 행태이론의 설명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주관적 규범(Autio et al., 

2001; Krueger et al., 2000)과 개인의 행동 통제(Kolvereid & Isaksen, 

2006; Linan & Chen, 2009)의 관계는 선형 및 단방향이며, 의도와 행동 

간의 상호 관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 받았다(Branback, 

Carsrud, Kickul, & Krueger, 2007; Kelman, 1974). 

기업가 진로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행태이론은 자주 활용되어 왔지만 의

도와 행동을 매개하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할 때, 의도와 행동의 관계는 지나

친 단순화이며, 특히 기업가라는 진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증가해 왔다(Autio et al., 2001; Guerrero et al., 2008; Krueger 

& Carsrud, 1993; Krueger, Reilly, & Carsrud, 2000; Shook & 

Bratianu, 2010).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에는 기업가 진로의도를 개인의 진로선택 

맥락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증가하고 있다(Hsu et al., 2019; Sheeran, 

2002). 기업가 진로의도를 진로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양한 진로 중에서 

기업가진로를 진로대안으로 고려함으로써, 기업가 진로의도의 형성과정과 진

로결정 및 이후 기업가 진로로 실제 진출 간의 인과 관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Dehghanpour, 2015; Leon, Shannon, Helen, & 

Sher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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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이론 관점

1) 진로선택 이론

진로선택은 다양한 진로대안 중 특정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진로선택 이론에서는 개인은 자신과 직업에서의 작업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적합성(Fit) 때문에 특정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Kristof, 1996; Kristof, Zimmerman & Johnson, 2005). 즉, 개인은 

자신의 성격, 흥미, 적성, 요구 등과 적합한 작업 환경에 흥미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작업 환경을 지닌 직업을 자신의 진로로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진로선택 이론에서 사람-환경 접근법은 두 가지 중심 가정을 특징

으로 한다. 첫 번째는 사람과 직장 환경이 일치하면 만족도, 성과, 생산성 및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동적인 상호주의

이다. 이 개념은 개인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과 사람 간의 지속적인 조정 과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Rounds & Tracey, 1990).

Holland(1997)의 유형 이론은 사람-환경 적합 접근법의 주요 이론 중 하

나이며, 이 이론의 주된 가정은 직업적 관심이 성격의 한 측면이고 직업적 

관심의 특징이 개인의 성격적 특징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성

격, 태도 및 가치와 일치하는 환경에서 작업하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사용

하도록 유도한다. Holland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가가 되고 새로운 사업

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가진 개인은 자신의 관심사와 열망에 부합하는 환경을 

찾아 기업가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Dawis & Lofquist(1976)의 직업적응 이론(Theory of Work Adjustment, 

TWA)은 개인과 작업 환경 간에 존재하는 상호 작용을 설명한다. 직업적응 

이론 또한 사람과 환경 간의 일치를 강조한다. 직업적응 이론에서는 사람과 

환경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의 존재를 중시하며, 여기서 개인과 환경 간에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 Holland의 이

론과 비교할 때, 직업적응이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과 환경 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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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점을 두고 있다. Dawis(1996)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충족시키고 직무가 근로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때 양쪽은 상호 만족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 진로의도를 설명하면 기업가가 되는 과정에

서 개인은 자신의 환경에 적응해야하거나 기업가가 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

하게 될 때, 개인은 자신의 포부와 환경의 특성 사이에 존재하는 역동적인 

관계를 고려하고 환경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를 조정해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개인의 진로 선택은 특정 시점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대안에 

영향을 받게 된다(Blustein et al., 2004; Phillips et al. 2001; Schultheiss et al., 

2001; Schultheiss, 2003). 구체적으로 외부 요소(노동 시장, 경제 상태 등) 

뿐 아니라 개인 요소(교육, 가족 배경, 태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먼저 개인적 특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인은 자신의 특성에 부합하는 진로

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업가로서 특성을 지닌 개인이 자신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업가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할 수 있다. 외부 요소

로서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변화가 개인의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Bai(1998)는 시장 경제의 변화가 대학생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진로 

선택에 있어서 외재적 가치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게 만든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진로선택 과정에서 실제 사회적 관계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수행되지 못

했다는 점은 비판받고 있다(Blustein et al., 2004; Phillips et al. 2001; 

Schultheiss et al., 2001; Schultheiss, 2003). 

2) 사회인지 진로이론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은 사람들로 하여

금 진로선택 과정에서 특정 진로를 준비하고 진입하도록 이끈다(Bandura, 

1986, 1997; Lent et al., 1994).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사람들이 효과적이

라고 느끼는 활동에서 바람직한 보상을 예기하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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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관련이 있는 자기효능감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중시한다(Bandura, 1986; 

Lent et al., 1994). 진로선택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은 특정 진로에 대한 관

심을 형성하게 만들고,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 Ⅱ-4]에 따르면, 개인적 배경과 환경적 배경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학습경험의 선행요인으로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학

습경험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개

인의 흥미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흥미를 바탕으로 개인은 진로 목표

를 선택하고, 수행 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택행동에 대

한 환경의 영향으로서 진로 장벽은 흥미를 바탕으로 진로 목표를 선택하는 

과정과 진로 목표를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의 선택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진로 목표 선택과 활동의 선택 그 자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Ⅱ-4] Lent et al.(1994)의 사회인지 진로이론 흥미모형

Lent, R. W., & Brown, S. D. (1996). Social cognitiv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An overview.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4), 3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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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수익성, 사회적 인정 및 개인적 성취의 가능성을 인식 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업가로서의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실패를 예상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Brockhaus, 1980; Hisrich & Brush, 1986) 서로 다른 결과기대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가 진로의도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Boyd & Vozikis, 1994; Chen et al., 1998; De Noble et al., 1999).

Boyd & Vozikis(1994)는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강도가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마찬가지로 Chen et al.(1998)은 기업

가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기회를 더 잘 포착하기 때

문에 기업가로서의 진로의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기

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진로의도를 설명하는 변인이자, 기업가 자기효

능감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높은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하게 될 가능

성이 높고, 기업가로서 보다 긍정적이고 내재적인 결과를 예견하며, 기업가 

진로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따르면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진로의도는 환

경의 영향, 즉 진로장벽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관계

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이 진로선택 이론과의 차별성을 제공해준다. 진로선택 

이론은 개인의 진로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인정하지만 개인의 특성이 사회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개

인의 진로에 있어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즉, 개인의 특성과 사

회 환경 요소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개인의 진로를 설명한다는 점이 진로선

택 이론과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근거하여 기

업가 자기효능감을 기업가로서 개인의 특성인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

도를 매개하는 연구 변인으로 설정했으며,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진로장벽

이 다른 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진로장벽 요인들을 조절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 이론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

인은 높은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수행을 향상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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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Bandura, 1997) 개인은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특정 진로와 관련된 

능력이나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이 지닌 능력에 

기초하여 특정 진로에 대한 진로의도를 형성할 수 있다(Ghasemi & Rowshan, 

2016).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있는 개인은 기업가 기회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능력인 기업가 기민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Ghasemi & Rowshan, 2016; Indrawati, Salim & Djawahir, 2015). 

이를 바탕으로 보면,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토대로 형성된 기업가 기민성은 

개인의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능력적 특성으로서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계획된 우연이론

계획된 우연이론은 개인의 자기 주도적 행동에 의한 진로개발을 강조한다

(Mitchell et al., 1999). 계획된 우연이론에서는 호기심, 끈기, 유연성, 낙천

주의 및 위험감수의 계획된 우연한 사건을 만드는 데 5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다섯 가지 구성 요소는 직업참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열망과 같은 진로와 관련된 다른 변수와 양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Mitchell et al., 1999). 실증 연구에 따르면 호기심, 끈기, 유연성, 낙천

성, 위험감수 등이 높은 개인은 높은 수준의 계획된 우연으로서 높은 수준의 

탐색 행동을 보여주고 진로를 개발해 나간다(Krieshok, Black & McKay, 2009).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획된 우연이론의 관점에서 위험감수, 혁신성, 진취

성으로 구성된 기업가 정신을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기업가 정신은 계획된 우연이론에서 설명하는 호기심, 끈기, 유

연성, 낙천주의 및 위험을 감수하는 등 계획된 우연이론의 다섯 가지 핵심요

소와 관련이 높다. 기업가 정신이 높은 개인은 새로운 사건에 대한 열린 마

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네트워킹 기회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계획된 우연이론과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공통적인 출발점인 사회학습 이론



- 31 -

에서는 개인은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

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학습경험은 개인의 호기심, 도전 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즉, 사회인지 진로이론과 계획된 우연이론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발달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위험감수, 호기심, 진취성 등이 개인의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하다. 

정리하면 기업가 정신이 높은 개인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형성

하게 되고,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진로의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 바로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다. Lent et al.(1994)은 진로장벽

을 진로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진로

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소 외에도 환경적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동안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개인, 개인을 둘러싼 가족 배경 환경요인, 사회, 제도적 요인 등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진로장벽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설

명하기 보다는 개인의 기업가 진로의도를 촉진하는 요인 혹은 동기요인 요인

과 저해 요인 등으로 설명해왔다. 그리고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각각 내부, 

외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장벽의 관점에서 이러한 요

인들을 진로장벽 요인별로 각각이 기업가 진로의도의 형성과정에서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업가 진로의도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중 특히 그동안 연구가 미흡

했던 저해요인을 진로장벽이라는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

다. 기업가 진로의도를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으로 본다면,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특히 대학생 시

절의 주요 발달 과업은 개인의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

정에서 진로장벽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개

인의 장기적 진로성공을 위해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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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계획된 우연이론과 사회인지 진로

이론을 기저 이론으로 하여, 개인의 기업가 진로의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

명하는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와 같은 구조적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진로장벽 요인별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3.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및 진로장벽 요인

개인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된 변인은 크게 개인의 내적 특성 변인과 

외부의 환경적 특성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내적 특성 변인으로는 

개인의 기업가 정신을 포함한 성격 특성, 경험 특성 등이 연구되었고, 외부 

환경적 특성 변인으로는 가정환경이나 정부와 사회의 지원정책, 사회의 문화 

등이 연구되어 왔다(정재엽, 2017).

개인의 내적 특성 측면에서 보면 성취욕구가 높고, 개인의 행동성향이 진

취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강할 때 개인의 기업가 진로의도가 높아지

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윤남수, 2012). 개인의 내적 특성을 설명하

는 변인으로 기업가 정신이 있는데, 다수의 연구에서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 간의 관계를 연구해오고 있다(정재엽, 2017). 기업가 정신 외에도 

개인의 성향, 경험, 교육수준,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산 수준 등이 개인의 기

업가 진로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Hatak et al.(2015)과 

Levesque & Minniti(2006) 등은 개인의 부와 인적 자산의 수준이 높거나, 

교육 수준이 높으면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 

진로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Shane, 2003). 돈과 변화, 

경쟁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 창업에 대한 태도, 대학과 일반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한 

Schwarz et al.(2009)의 연구 결과, 돈, 변화, 창업에 대한 일반적 태도는 

창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대학의 창업지원 등의 환경적 요인 또한 기업가 

진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와 전공과목, 

성별 등에 따라 기업가 진로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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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외부 요인으로서 사회적 환경요인은 취업환경, 정부와 사회, 학교의 

지원 등이 연구되어 왔다. Gnyawali & Fogel(1994)는 정부정책, 사회경제

적 조건, 창업 및 경영기술 보유, 재무적 지원이 취업과 기업가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또한 Reynolds et al.(2004)는 환경의 중요성을 설

명하면서 정부정책, 사회적 조건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경제

적 환경으로 실업률과 경기 상황도 기업가 진로의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는데, 연구자들은 실업률의 증가, 경기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 개인

의 창업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았고, 실제로 실업률 높은 시기와 지역에서 

창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Abdesselam et al., 2014; 

Aubry et al., 2015; Sugheir et al., 2013). Remeikiene & Startiene(2015)

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조건(종교, 지역적 특성, 문화적 차이 등)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으며, 경영이나 창업과 관련된 사회적 

경험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가. 기업가 정신

1) 개념

기업가 정신을 제시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Schumpeter(1934)는 

기술혁신을 강조함과 동시에 기술혁신을 통해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

을 창조해내는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혁신가를 기업가로 보

았다. 그가 사용한 기업가 정신의 개념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의 창의적

인 행동이자 기업가가 환경변화에 창의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행동을 설명하

기도 한다(박남규, 2015). 이후 Miller(1983)는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혁

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해 세부적인 요소로 구분하

여 자원을 재분배하거나 재결합하려는 성향을 기업가 정신으로 보았다(윤백

중, 2011). Miller(1983)는 기업가 정신의 속성으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

취성을 강조하였고, Morris & Lewis(1995)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 이 

세 가지 속성을 기업가 정신의 근간으로 보았다. Kaufmann & Dant(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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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가 정신의 정의를 고찰하여 첫째, 기업가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정의 둘째, 기업가의 행동을 강조하는 정의 셋째, 기업가 정신의 발휘하는 과

정과 결과를 강조하는 정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박상용(2003)은 기업가 정신을 불확실한 시장상황에서도 현

재를 명확히 진단하여 미래를 예측해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지라고 정의했다. 이정호(2005)는 기업가 정신

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으며, 기존 기업의 새

로운 다양한 영업활동 및 시장 확대도 기업가 정신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기업가 정신의 영역을 기존에 신규기업의 새로운 기업창출에서 기업 내 기업

가 정신으로 확대 해석하였다. 윤백중(2011)은 기업가 정신이란 급변하는 

기업의 경쟁 환경 하에서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

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조하기 위해 끊

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으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체적인 태도와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윤백중(2011)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 

위험부담은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보상을 기대하며, 고객을 위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기업가의 특성으로 설명하

였다. 이승현(2014)은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

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회를 포착해 과감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적으

로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기업가 정신을 정의했다. 강재학(2016)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혁신적인 방식을 동원해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는 진취적인 기업가 마인드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기업가 정신이란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

도적으로 도전하며,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의 

성향 및 행동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측정

기업가 정신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 35 -

며, 기업가 정신은 혁신적인지, 위험성이 있는지, 진취적인지에 대한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Kuratko, 2007).

기업가 정신의 하위요인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혁신성이란 과거의 오래된 

무엇인가를 새로운 형태로 바꾸는 행위를 뜻한다. Schumpeter(1942)는 

혁신성을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개인적 

측면에서의 혁신이란 새로운 행동방식을 추구하려는 개인의 의지와 관심을 

의미한다(Patchen, 1965). 

다음으로 Lumpkin & Dess(1996)는 진취성이 높은 기업가는 기존 활용

하던 경쟁방법에 의존하기보다 틀에 박히지 않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의

지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회를 발굴하고, 신제품이나 새로

운 서비스를 선점하려는 경향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진취성은 상황을 

주도하고 기회를 선점하려는 성향으로 볼 수 있다. 진취성은 시장 내 경쟁자

에 대한 적극적인 경쟁의지와 우월한 성과를 산출하려는 의지를 보이거나, 

시장 내 지위를 바꾸기 위해 경쟁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수준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Lumpkun & Dess(1996)는 진취성을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는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특성으로 보았다. Miller(1983)

는 진취성을 시장에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도입하는 적극적 대응태세로 시장

기회를 발굴하고 변화를 감지하여 진보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경쟁사보다 먼저 행동하고 시장을 주도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위험감수성에 대하여 Lumpkim & Dess(1996)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모험하려는 경향으로 불확실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원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성향이라고 설명하였다. Kanter(1983)는 이익과 손해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사업 또는 새로운 제품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위험감수성이라 언급하였다. 위험감수성은 어려움에 대한 예측에도 불

구하고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며 기회를 포착하려는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Kuratko & Hodgett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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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가 자기효능감

1) 개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70년대 심리학에서 개발된 이래, 개인의 문

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주며, 인간의 행동 및 사고 유형과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왔다.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은 

Bandura & Adams(1977)가 처음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회인지 학습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특정성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며, 실제 소유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스스로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굳은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을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Bandura, 1982).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은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

고 이를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과 상황에 대한 정확

한 판단과 대처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개인의 적극적인 

작용과 주관적 기대가 중요함을 시사하며, 결국 인간의 행동이, 자신이 특정

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주관적 믿음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경환, 조용범, 2012).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

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 절차와 방법을 익히고 숙달하여 결국에는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며, 앞으로 다가올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적

절히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을 갖고 있다. 또한 자기

효능감은 노력과 과제 지속력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특정 과업에 대하여 수행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항상 자신감 있게 행

동하며, 자신이 노력하며 관심을 두고 몰입하면 그 과제에서 훌륭한 결과를 

낼수 있다고 믿는다(Olson, Roese & Zanna, 1996).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절

히 쉬운 과제를 선택한다(Bandura, 1993).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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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 넘는 위협적인 상황을 피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감정을 우선시하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여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회피하게 

되고, 충분히 완수할 수 있는 일도 쉽게 포기함으로써 발전과 능력 신장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구지은, 전병길, 2012). 자기효능감은 환경에 대한 통제 

능력에도 영향력을 주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그것이 낮은 사람에 비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 통제력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단점에 빠져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안감

이 높으며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Bandura, 1982).

자기효능감의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되어 왔는데, 진로에 대해 스스

로 결정하고, 노력할 수 있는 자신감을 뜻하는 진로효능감, 자신의 직업 능력

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직업효능감, 학습을 잘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습효능감 등이 그것이다. 기업가 진로에 있어서도 자기효능감의 

개념이 접목되기 시작했는데, 기업가 자기효능감 또한 자기효능감의 한 형태

로서, 최근 기업가 진로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들 

가운데 하나이다. 

Boyrd & Vozikis(1994)는 처음으로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기업가 진로에 

도입하였다.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정착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 진로개발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주관적 믿음을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개념으로 제안하면서,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불확실성이 높은 기

업가 진로개발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과 위험에 적절히 대

처하고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갖고 있으며, 환경을 기회로 파악하

여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이 있다고 하였다(Cox et al. 200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

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의 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다양한 도전과 위험에 능숙하게 대처하며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고 기업가

로서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믿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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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Zhao et al., 2005).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높은 예비 기업가는 

경쟁적인 환경도 기회로 인식하며, 위험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현실지만, 그

것에 유능하게 대처하여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믿으며, 실패 가능성은 

낮게 지각한다. 또한 높은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기회로 

인식하는 반면,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오히려 환경을 위험이 상존

하는 불안한 상황으로 평가함으로써 기회를 놓치게 된다. 불확실성, 위험, 어

려움이 존재하는 동일한 현실 속에 있더라도 높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

람은 그것이 낮은 사람보다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기

업가 진로의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McGee et al., 2009). 따라서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진로의도의 형성과정에서 선행변인으로서 기업가 진로의

도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변수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측정

과거에 기업가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대부분은 유사한 방법으로 측정되었

는데, 기업가로서 특정 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

다(Jeffrey et al., 2009). Chen et al.(1998)은 예를 들어 36개의 기업가 역

할과 업무를 분석하여 마케팅, 혁신, 관리, 위험 감수, 재정 통제의 다섯 영역

으로 구분하여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 하였다. 주로 기업

가 자기효능감 척도는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차원 척도도 존재한다

(Arenius &Minniti, 2005; Baum & Locke, 2004; Baum et al., 2001; 

Kristiansen & Indarti, 2004). 

어떤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하나 또는 두 개의 문항만을 질문하여 기업가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도 한다(Tominc & Rebernik, 2007).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총 또는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는 자기 효능감의 특정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Jeffrey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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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 활동을 분야별로 나누지 않고 종합

적으로 제시하여 측정한 기업가 자기효능감 도구는 Wilson, Kickul & 

Marlino(2007)의 도구가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Wilson et 

al.(2007)은 총 6개 문항을 활용하여 기업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측정하는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고, 국내에서는 

현선해, 서문교, 권인수(2016)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바 있으며, 최민정(2016)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활용한 바 있다.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측정한 도구를 살펴보면, Chen 

et al.(1998)은 22개의 문항으로 하위 영역을 마케팅, 혁신, 관리, 위험감수, 

재정 통제로 구분하였다. DeNoble et al.(1999)은 23개의 문항으로 새로운 

상품 및 시장 기회 개발, 혁신적 환경 구성, 투자자와의 관계 시작, 핵심 성

과 정의, 예상하지 못한 도전이나 난관에 대처하기, 비판적 인적자원 개발 능

력을 하위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Zhao et al.(2005)은 탐색과 계획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4개의 문항으로 기업가 자기효능감

을 측정하였고, 영역별로 구분한 기업가 자기효능감 도구 중 선행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McGee et al.(2009)이 개발한 도구였는데, 

McGee et al.(2009)은 기업가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분석하여, 계획하

기, 안내하기, 실행하기(사람), 실행하기(재정)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총 19문항으로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다. 기업가 기민성

1) 개념

Kirzner(1979)는 기업가적 기민성을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새로운 

기회를 식별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Ray & Cardozo(1996)는 

기업가 기민성이란 회사나 소비자가 느끼는 문제점, 충족되지 않은 니즈나 

관심, 자원의 새로운 결합에 대해 특별한 민감함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유

발되는 행동의 패턴, 사건, 경우의 수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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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기회를 잡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기업가는 기회를 포착하고 잘 인

지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기업가는 남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트렌드를 읽는 

넓은 시야와 업계의 흐름과 전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김현목, 2013).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기업 설립의 가장 기본적인 조

건이자, 기업가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이

다(문수영, 황보윤, 2011; 홍효석, 2011). 

Kirzner(1999)에 의하면, 기민성은 기업가가 변화, 기회 및 간과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가 기민성은 창의적이고 상상력

이 풍부한 행동을 포함하고 미래시장에 진입할 거래의 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것은 개인의 인지능력과 기술 및 통찰력과 

연결되어 있다(Kirzner, 1999; Kaish & Gilad, 1991). 

Man et al.(2002)은 프로세스 관점에서 기업가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고 기업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비슷한 항목별로 분류하여 기회인식 및 

개발, 관계형성, 개념화, 조직화, 전략구성, 개인적 헌신 등 여섯 가지의 역량

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역량 중에서 특히 기업가에게 있어서 기회를 인식하

고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기업가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Vesper, 1990). 

기업가 기민성은 포괄적인 의미로 자원 또는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문수영,  

황보윤, 2011). 즉,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거나 미사

용 자원 또는 역량을 활용한 사업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회를 인지하고 

있으나 기회를 활용할 능력이나 기업가 진로에 대한 동기가 없을 경우 기업

가로서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난다(윤현덕, 2003). 장수경

(2013)은 기업가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는 것보다 기업가 기민성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기업가 기민성은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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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개인의 능력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개인의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

의 선행변인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측정

Tang et al.(2012)은 새로운 기회의 인식과 개발은 기업가 기민성의 핵심

이자 기업가 기민성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시작되고 추구되는지와 관련

이 있으며, 기업가 기민성이 세 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정보에 대해 살펴보고 찾는 것(Scanning and Searching for Information), 

둘째, 이전에는 이질적이었던 정보를 연결하는 것(Connecting Previously Disparate 

Information), 셋째, 수익성 있는 사업 기회가 존재하는 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Making 

Evaluations on the Existence of Profitable Business Opportunities)이다. 

Tang et al.(2012)은 Kirzner(1973, 1999)와 McMulle & Shepherd(2006)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 연합, 평가라는 업가 기민성의 세 가지 차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기업가 기민성을 측정을 위한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였다.  

기업가 기민성의 구성요소를 각각 살펴보면 탐색은 인지적 프레임 워크 개

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인지적 틀은 누적된 경험, 

학습 및 개인이 특정 영역에 대해 구축한 의미를 나타내며, 저장된 정보와 

지식을 처리하고 활용하는데 필수적이다(Tang et al., 2012). 특정 영역에 

대한 스키마의 내용과 구조는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Gaglio, 1997) 보다 광

범위한 탐색과 검색을 하는 기업가는 지식과 정보의 범위가 넓어 전문가의 

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Ericsson et al., 1993).

다음으로 연합은 서로 다른 정보를 함께 모으고 이러한 정보를 일관성 있

는 대안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차원은 개인이 인지적으로 새로운 정보 단서

에 응답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다룬다(Adomako et al., 2018). 연합하고 연

결하는 행동은 새로운 정보, 창의력으로 논리를 확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

보가 적용되거나 확장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연합은 개인이 여러 선

택과 가능성을 고려하게 하고 이를 통해 고유한 연결을 만들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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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만함을 최소화하고 여러 정보의 관련 세부 사항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개인

이 큰 그림을 연결하여 기존에 없던 연결을 만들 수 있다(Lehrer, 2008). 

기업가가 점을 연결하고 상자 밖에서 생각하고 겉보기에는 관련이 없는 사건

들 사이의 연결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함으로써 기업가로의서의 성과

(Ericsson et al., 1993)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평가를 통해 기업가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기회를 감지하고 여러 가능성 

중에서 보다 좋은 기회를 식별하여 선택 할 수 있다(Kirzner, 1997; 

Yu, 2001). 평가는 기업가가 실용적인 비즈니스 기회로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통찰력을 제공한다(Kirzner, 1985). 평가 및 판단을 

하는 행동은 변화를 감지하고 환경 변화를 파악한 후 비즈니스 기회를 제시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McMullen & Shepherd, 2006; 

Tang et al., 2012). 기업가 기민성은 기업가가 새로운 정보의 내용을 판단

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필터링하며 새로운 정보가 잠재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반영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가로서 ‘상

황 인식’을 향상시킨다. 또는 평가를 통해 관련 대안을 조정하고 재검토하

기 위해 개인이 검색을 통해 추가 통찰력을 얻도록 요구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는 개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잠재력에 대해 보다 정확한 평가

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탐색과 검색은 연합과 연결을 통해 정보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연결된 정보는 평가를 통해 수시로 발생한다. 재현율이 

높을수록 새로운 개념이 해석 프레임 워크와 일치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나타

낼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였다(Tang et al., 2012).

라. 진로장벽 요인

1) 개념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 예를 들어, 취업, 진학, 승진, 직업의 

지속, 가사와 직장생활의 병행, 직무 행동 등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

인의 진로 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들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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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태를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라고 한다(손은령, 2004). 진로장벽이란 용어는 장벽(barriers)또

는 지각된 장벽(Fitzgerald, Fassinger & Betz, 1995; Shuttleworth, 

1992), 진로와 관련된 장벽(career-related barriers)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Luzzo, 1996). 그러나 Swanson & Tokar(1991)에 의해서 진로장벽검사

(Career Barriers Inventory: CBI)가 개발되고, 관련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최

근에는 점차 진로장벽이란 용어로 통일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손은령, 2001).

국내에서는 손은령(2001)이 Career Barriers를 진로장벽으로 번역한 개

념을 도입하여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척도를 개발하였고, 김은영

(2001)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s Inventory(KCBI)’를 개발하여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측정하였다.  

Swanson & Daniedls(1995)는 진로장벽검사 개정판에서 직업이나 진로계

획의 진전을 방해하는 요인을 진로장벽으로 정의한 후, 진로장벽에는 심리적 

특성을 가진 내부 장벽과 환경에서 주어지는 외부 장벽이 있다고 설명하였

다. Swanson & Woitke(1997)은 진로장벽을 개인의 진로발달 및 진전 과

정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 또는 환경적 사건이나 조건으로 정의하였다.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관련하여 Swanson & Tokar(1991)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에의 어려움을 ‘대인관계적, 태도적, 상호작용적 장벽’으로 

분류하였고, Swanson & Woitke(1997)는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하는 

개인내적 또는 환경조건들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분류와 정의는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사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했지만, 개인이 지각하

는 많은 어려움의 내용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Swanson & Woitke, 1997).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는 장벽의 구성요인을 

실제로 반영하기 위하여 점점 다차원적으로 세분화하게 되었다(Swanson et 

al., 1996; 김은영, 2001; 손은령, 2001). 다차원적 분류를 차용한 손은령

(2001)은 진로장벽이란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

서 진로선택과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인식되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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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로장벽 정의와 개념의 등장은 진로 발달이론의 전개와 연관되어 

있다. 진로선택이나 결정의 문제는 단기간의 선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준비하고 계획해야하는 발달적 과정이기 때문에 진로발달이론

가들은 진로영역에 인간발달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의 진로발달을 이해하려

는 시도를 보였다(이재창, 1986). 전통적으로 진로발달 이론가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가 발달하고 성숙한다고 보았으며(Crites, 1969), 일종의 

단계에 맞춰 발달ㆍ성장한다고 보는 시간의 흐름의 관점에서 인간의 진로발

달을 설명하였다(Super, 1953).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은 개인이 처

한 문화적 배경과 환경적 맥락이 서로 다른 개인에게 일괄적인 발달단계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Vondracek, Lerner & Schulenberg, 1986). 

또 다른 문제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에 치중되어 온 기존 연구들의 흐름에

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성향 및 내적 변인에만 주목하다 보면 개인

의 주변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로 진로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

게 된다는 왜곡된 해석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김계현, 1994).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우려를 바탕으로, 최근 진로영역의 연구자들은 진로 

선택에 대한 맥락적ㆍ환경적 역할을 중시하고(Herr & Cramer, 1996), 인간

의 진로발달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Vondracek et al., 1986; 이동혁, 2011).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을 적용한 사회인지 

진로모델은 진로장벽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김은영, 2001). 

그동안 기업가 진로 연구 분야에서는 진로이론에서 사용되는 진로장벽의 

개념 보다는 의도 촉진요인, 의도 저해요인의 개념으로 기업인이나 경영인으

로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 또는 기업

가 진로를 희망하는 기업가 진로의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벽의 발원지가 개인인지 외부인지를 고려하여 내부요인과 외부요인

으로 구분할 수 있다(Ledyaeva et al., 2008, Sesen & Pruet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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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mboulis & Barlas, 2014).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장벽이 

포함된다. 동기 부족(Iakovleva et al., 2014), 용기 부족(Birdthistle, 

2008), 낮은 자기효능감(Boyd & Vozikis, 1994; Zhao, 2005), 자신감 부

족, 위험 및 경제적 어려움(Finnerty & Krzystofik, 1985; Giacomin et al. 

2011; Sandhu et al., 2011)이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부 장벽으로서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초기 자본 부족, 경제적 어려

움 등도 학생들의 기업가 진로의도의 중요한 장벽으로 보고되어 왔다

(Birdthistle, 2008; Franke, 2004). 기업가 역할 모델의 부족과 같은 비공

식적인 요소와 특정 문화권의 기업가 진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Hawkins, 

1993; Pruett et al., 2009), 중요한 지인의 사회적 지지 부족(Baughn & 

Neupert, 2003)은 기업가 진로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

시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공식적인 지원은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관적인 규범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제도적(공식적인) 지원

의 부족은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 진로의도 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벽요인

은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진

로장벽과 기업가 진로의도가 이미 형성된 개인이 실제로 창업을 하는데 있어

서의 장벽요인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 진로의

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장벽 요인과 이미 기업가 진로

의도가 형성된 개인이 실제로 창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장벽 요인을 구분

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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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벽 요인

내부 개인의 성격(혹은 성향) 동기/방향성 결여

용기/의지 결여

자기효능감 부족

위험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 부족

교육 및 역량 관련 경험 부족

지식, 기술 등 역량 부족

교육 정보 부족

태도 기업가 및 기업가 진로에 대한 부정적 태도

성별 성별 관련 어려움 

외부 재무 자금 조달, 이자 비용

불규칙한 수입

비공식 지원 가족의지지 부족 혹은 반대

롤 모델 부재, 가족의 배경적 요인 

기업가 및 기업가 진로에 대한 부정적인 주관적 규범

공식 지원 제도적 지원 부재

멘토 부재

자원 인적자원 부족

인프라 부족

시장 관련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 부족

시장 정보 부족

고객 확보 어려움

시장 압력, 치열한 경쟁, 소유권 문제

적절한 아이디어, 기회 인식

법과 제도 행정 절차의 어려움

강한 규제

법과 구조적 어려움

노사 관계 어려움

정부 행정 행정적 부담감

관료주의

부패

과도한 세금, 조세

불확실한 사회 환경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적 불확실성

자료: Sitaridis, I., & Kitsios, F. (2018). Entrepreneurship as a Career Option for Information 

Technology Students: Critical Barriers and the Role of Motivation. Journal of the 
Knowledge Economy, (9). 1-35. 연구자가 재구성.

<표 Ⅱ-2>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 있는 내·외부 장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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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태를 진로장벽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실제로 창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높은 과세, 고

객 확보 어려움 등의 실제적인 창업 실행에서의 장벽 요인보다는 일반적인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진로장벽의 요인 중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 과정에

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진로장벽 요인을 연구 모형의 조절변인으로 설정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진로장벽 요인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다.

진로장벽으로서 네 가지 진로장벽 요인을 도출한 근거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을 저해하는 

진로장벽 요인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을 개인을 둘러싼 외

적, 맥락적 환경에 의한 장벽과 개인의 내부 심리적 특성 등의 내부 장벽으

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천석준, 이기학, 2008), 기업가 진로의도 형

성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도 내부와 외부로 구분될 수 있다. 기업

가 진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내부, 외부로 구

분하여 장벽을 제시하고 있었다(Smith, Beasly, 2011). 이 연구의 초점이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있다는 점에서 창업 장벽이 아닌,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을 저해하는 장벽에 중점을 두고 문헌고찰을 실시하였으며, 기존의 진로

장벽 조사도구를 고찰하여 각 요인을 명명 하였다.

다음의 <표 Ⅱ-3>을 보면, 국내·외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된 문헌고찰 

내용을 종합한 결과,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외부 장벽

의 하위요인과 기존 진로장벽 측정 도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위요인 간에 

공통된 요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을 연구자

별로 서로 다른 하위요인으로 개념적으로 구인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된 외부, 내부 진로장벽 요인을 개별적인 조절변인으

로 설정하여, 진로장벽 요인별 조절효과를 검증 하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48 -

구분
손은령

(2001)

김은영

(2001)

탁진국, 

이기학(2003)

Lent et al.

(2001)

Swanson & 

Tokar(1991)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제약

(economic press)

가족/지인 

반대

의미 있는 

타인의 

불인정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부모의 반대

지인의 반대

중요한

타인의 반대

(non-support 

of significant

others)

중요한 

타인의  

불인정

(disapproval 

by significant 

others)

진로정보

부족

직업정보 

부족

직업정보 

부족

정보부족

(lack of 

information)

지식/기술/

경험 부족

부적절한 

준비

(지식/기술

부족)

능력부족

(lack of ability)

훈련 및 경험 

부족

(inadequate

experience

or training)

<표 Ⅱ-3> 진로장벽 측정 도구의 하위요인

국외 문헌에서는 개인의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진

로장벽 요인을 다음의 <표 Ⅱ-4>와 같이 제시하고 있었는데, 개인의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부 진로장벽 요인으로는 자

신감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 진로정보 부족, 실패 두려움, 아이디어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었고, 외부 진로장벽 요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분

위기, 가족반대, 네트워크 부족이 중요한 진로장벽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었

다. 특히 국외 선행연구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의 기업

가 진로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 진로장벽 요인으로 다수 제시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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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hoo & 

Wong

(2006)

Giacomin 

et al.

(2011)

Finnerty 

& 

Krzysofik

(1985)

Gould & 

Parzen

(1990)

Rae & 

Woodier

(2006)

Singh  

et al.

(2011)

내

부

장

벽

지식/기술/경험 

부족
● ●

진로정보

부족
● ●

자신감 부족 ● ● ● ●

일 경험 부족 ●

실패 두려움 ● ●

아이디어 부족 ● ●

외

부

장

벽

경제적 어려움 ● ● ● ● ● ●

부정적 사회 

분위기
● ● ● ●

가족/지인 반대 ● ●

네트워크 부족 ● ●

<표 Ⅱ-4> 국외 문헌에서 제시된 기업가 진로의도 진로장벽 요인

국내에서는 기업가 진로의도와 진로장벽에 관한 학술적 선행연구는 찾아보

기 어려웠고,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된 국내 현황 조사 자료를 통해 국내 

청년들이 인식하는 진로장벽 장벽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Ⅱ-5>). 먼

저 ‘2018 글로벌 기업가정신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창업, 

스타트업 등의 기업가 진로를 선택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경제적 지원 부족,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그리고 친구와 가족의 지지 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었

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54%로 글

로벌 평균 70%, 베트남 89%, 인도 81%, 중국 81%에 비해 매우 낮았다. 

대한상공회의소(2015) 및 현대경제연구원(2014)의 창업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59%는 우리 사회가 창업에 대해 부정적이라 인식하고 있

다고 응답했으며(대한상공회의소, 2015), 우리나라는 창업에 실패하면 재기

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의견에 긍정적 응답이 75.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창업에 반대하겠다는 의견이 52.1%, 특히 이미 창업한 사람들의 경

우 자녀의 창업에 반대하는 비율이 63.3%로 높게 나타났다(현대경제연구원, 



- 50 -

2014).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실시한 기업가정신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입시 

위주 교육, 안정적 직업 선호, 실패 두려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배경에는 창업과 기업가 진로정보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

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내 문헌에서 제시된 기업가 진로의

도를 저해하는 진로장벽 요인으로는 사회적 분위기, 경제적 어려움, 가족 및 

지인의 반대, 그리고 창업과 기업가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실패 두려움 등

이 중요한 진로장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글로벌 

기업가정신 

보고서

(2018)

대한상공회의소

(2015)

현대경제연구원

(2014)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2017)

내

부

장

벽

진로정보 부족 ● ● ●

지식/기술/경험 

부족
● ● ● ●

실패 두려움 ● ●

외

부

장

벽

경제적 어려움 ●

부정적 사회 

분위기
● ● ●

가족/지인 반대 ● ● ●

<표 Ⅱ-5> 국내 문헌에서 제시된 기업가 진로의도 진로장벽 요인

기업가 진로의도 및 국내·외 선행문헌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Ⅱ-6>과 같다.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된 진로장벽 요인으로 공통적으

로 제시되고 있는 외부 진로장벽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부

정적 사회 분위기였고, 내부 진로장벽 요인은 자신감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 진로정보 부족, 실패 두려움인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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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외부 진로장벽 내부 진로장벽

경제적 

어려움

가족/

지인

갈등

부정적 

사회

인식

자신감

부족

진로

정보 

부족

지식/

기술

부족

Choo & Wong(2006) ● ● ● ●

Giacomin et al.(2011) ● ● ●

Finnerty & 

Krzysofik(1985)
● ● ●

Gould & Parzen(1990) ● ● ● ●

Rae & Woodier(2006) ● ● ● ● ●

Singh  et al.(2011) ●

글로벌 

기업가정신보고서(2018)
● ● ●

대한상공회의소(2015) ● ● ● ●

현대경제연구원(2014) ● ● ● ●

기업가정신실태조사(2017) ● ●

손은령(2001) ● ● ● ●

김은영(2001) ● ● ●

탁진국, 이기학(2003) ● ● ● ●

Lent et al. (2001) ● ●

Swanson & Tokar(1995) ● ● ● ●

<표 Ⅱ-6>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 요인 종합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외부 진로장벽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

움, 가족/지인 반대를, 내부 진로장벽 요인으로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

험 부족을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2) 측정

진로장벽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진로장벽 요인별 측정 도구를 고찰하였다.

먼저 국내에서 손은령(2001)은 Swanson & Tokar(1995)의 도구를 번안

하여 여자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했다. 명칭은 Career 

Barriers Inventory(CBI)이며, 문항 수는 총 57개이다. 하위요인은 7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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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차별,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개인특성의 부족,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노동시장과 관습적 제약, 기대보다 낮은 취업전망,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

념, 미결정 및 직업준비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양식은 1-5점 리커트 

척도이며, 신뢰도는 .95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여자 대학생만 사용가능하며 

광범위한 활용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김은영(2001)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9개 요인으로 구성된 진로장벽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명칭은 Korean College Students’Career 

Inventory(KCBI)이다. 문항수는 총 45개이고, 9개 요인은 대인관계 어려

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나이 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 부족, 미래 불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양

식은 1-5점 리커트 척도이며, 신뢰도는 .92로 보고되었다. 

탁진국, 이기학(2003)은 대학생의 외부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Career 

Decision Barriers(CDB)를 개발하였는데, 문항 수는 총 24개이고, 외부장

애(경제제약, 부모반대, 지인반대, 학벌/역량 제약), 부정적 사회인식, 우유부

단한 성격,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필요성 인식 부족의 6개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양식은 1-5점 리커트 척도이며, 신뢰도는 .87로 보

고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회적 인식 부족 요인을 진로

장벽 요인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국외에서는 Swanson & Tokar(1995)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Career 

Barriers Inventory를 수정한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CBI-R)

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의 손은령(2001)의 도구도 이 측정 도구를 기반으

로 개발되었다. 문항수는 총 70개이며, 13개 요인으로 성차별, 자신감 부족, 다

중역할 갈등, 자녀와 진로 요구사항 간의 갈등, 인종차별, 의미 있는 타인의 불

인정, 의사결정의 어려움, 진로 불만족, 비전통적 진로선택에 대한지지 부족, 장

애·건강 염려, 노동시장의 제약, 네트워킹 및 사회화의 어려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양식은 1-5점 리커트 척도이며, 신뢰도는 .75로 보고되었다. 

Lent et al.(2001)은 사회인지 진로이론 흥미모형에서 맥락적 요인으로서 

진로장벽이 개인의 흥미, 진로목표 형성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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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기반으로 외부 진로장벽을 측정할 수 있는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지지요인과 장벽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36개의 문항 중 장벽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21개이다. 장벽요인은 

4개 요인으로 가족과 지인의 영향, 경제적 제약, 교육상의 어려움, 성별·인

정 차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양식은 1-5점 리커트 척도이며, 신뢰도는 

.90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외부 진로장벽 요인만 측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4.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지 진로이론과 계획된 우연이론을 기저이론으로 하여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조 모형을 설정하고, 이러한 구조 모형이 변인 

간의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및 기업가 진로

의도에 관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관계를 예측

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 변인들의 간의 관계를 고찰한 내용을 바탕

으로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 모형에서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 변인 간의 직접효과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의 기저이론은 사회인지 진로이론과 계획된 

우연이론이다. 기업가 정신은 위험감수, 혁신성, 진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 사이에서 개인의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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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기민성 및 기업가 진로의도 간에는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라

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및 기업가 진로의도는 

서로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1)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의 관계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에 관한 연구는 기업가 진로의도

를 유발하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국내의 연구에서 김정곤, 양동우(2016)는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가 정신이 기업

가 진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업가 정신의 요인인 혁신성, 진취

성, 위험감수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기업가 진로의도를 종속변수로 투입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전공, 거주 지역, 창업공모 참여횟수는 

기업가 진로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인 반면에, 기업가 정

신의 경우에는 세 가지 하위요인 모두 기업가 진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혁신성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조준희, 김찬중(2015)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이 기업

가 진로의도와 정(+)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양준환, 첨

희(2015)는 한·중 대학생들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여 한·중 대학생들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 사이에 정

(+)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은 한국 

대학생들에 비해 기업가 진로의도와 자기효능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이무선, 하규수(2016)의 연구에서도 기업가 정신이 기업

가 진로의도에 부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데, 이무선, 하규수(2016)는 스타트업 부동산 예비창업가의 기업가 정신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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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변인으로 하고, 기업가 정신(성취욕구, 벤처선호, 진취성)을 독립변수로 하

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가 정신의 성취욕구, 벤처선

호. 진취성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선호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진취성은 창업의도에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업종과 관련하여 진취성을 갖고 있더라도 창

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이무선, 하규수(2016)는 연

구의 결과를 토대로 스타트업 부동산 창업자가 자신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창업의도를 높이려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등

의 벤처 선호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기업가 정신과 기업

가 진로의도에 관한 이상의 내용을 고찰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진로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1.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진로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관계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의 연구에서 임진

혁, 김재형(2018)은 기업가 정신과 실제 기업가 진로에서의 성공의 관계에

서 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윤지수, 현병환

(2017)의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기업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효

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문준(2018)은 사회적 기업에 초점을 맞춰 사회

적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이 기업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강재학, 양동우(2016)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

이 기업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기업가 정신

과 기업가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업가 정신이 

기업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윤지수, 현병환(2017의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자기효능감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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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에 관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은 기업

가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2.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기민성의 관계

기업가 기민성의 선행요인으로서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로 설명되는 기

업가 정신이 기업가 기민성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분석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Ho, Uy, Kang & Chan, 2018; Hu & Ye, 

2017; Markman & Baron, 2003; Gozukara & Colakoglu, 2016; 김우영, 

김형길, 황보윤, 2018).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기민성의 관계는 개인의 특질

이 특정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선행연구에

서 성격과 적성 혹은 성격과 능력, 두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성격이 적성 혹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

다. 이러한 주장은 개인의 특질이 적성이나 능력에 우선한다고 설명한다. 그

러나 반대로 적성 혹은 능력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은 개인의 능력

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성격이 변화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Mitchell, Levin & Krumboltz(1999)는 계획된 우연이론에서 제시한 계

획된 우연 기술은 기업가 정신의 하위 요소인 혁신, 진취성, 위험감수와 상통

하는 부분이 있다. 불확실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진취적으

로 혁신하려는 기업가 정신을 갖춘 개인은 계획된 우연이론에서 설명하는 계

획된 우연기술을 발휘하여 끊임없는 탐색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활

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탐색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진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계획된 우연이론은 진로개발을 위해 개인이 불확실한 위험에도 불구하

고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기업가 정신

은 계획된 우연기술로서 진취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해나가는 데 긍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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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기민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3.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기민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진로의도의 관계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각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자신이 지각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

할 수도 있다. 성공적인 기업가 진로를 꿈꾸는 기업가는 높은 기업가 자기효

능감을 가져야 하며, 좋은 기회를 식별하고, 적당한 시기에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Dutta et al., 2011).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진로

의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가 진로의도

와 행동의 선행변수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De Noble et al.(1999)

은 학부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자기

효능감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실증하였다. 

Baum et al.(2001) 벤처 기업의 성과와 간접적으로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연관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기업가 자기효능감에 따라 실제 성과에 있어

서도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Drnovsek & Glas(2002)는 기업가 자

기효능감이 대학생과 다름을 제시하였고, Markman et al.(2002)은 특허를 보

유한 발명가 217명을 대상으로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을 설립하는 기업가와 기업을 설립하지 않는 사람 

간에는 효능감에서 차이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는 직업만족도와도 연관되어 있

으며(Bradley & Robers, 2004) 예비 기업가에게도 적용된다(Markman et al, 

2005). 기존의 기업가에게 적용하면,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경영자의 전략의사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치거나(Forbes, 2005) 조절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Ma & 

Ya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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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진로의도에 관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진로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4.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진로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의 관계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사로잡

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위험한 결정

조차도 기회로 보아 통제 가능하다고 믿는다. 즉, 동일한 상황일지라도 개인

에 따라 기회 또는 위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가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기업가 기민성도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Krueger & Dickson, 

1994). 만약 기회가 높은 잠재가치를 가지고, 기업가의 지식과 관련되며, 상

대적으로 적은 대안들 속에서, 오래 탐색 시간을 가진 것과 관련되어 있지만, 

기업가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따라 기업가 기민성이 변한다(Mitchell & 

Shepherd, 2010).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기업가들은 지속적

으로 더 많은 기회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평균보다 더 높

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실제로 그들은 스스로 기업가로서의 

능력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낸다(Cooper, Woo & Dunkelberg, 1988). 기업

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로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Chen, Greene & Crick, 1998). 따라서 기업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기

업가 자기효능감은 인지와 태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Cooper et al., 

1995). 아울러,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위험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기회 및 위협인식과 완전매개가 되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Krueger & Dickson, 1994).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기업가 기민

성은 증가하고, 위험 인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연구에서 살

펴볼 수 있듯이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기민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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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기민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5.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기민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기업가 기민성과 기업가 진로의도의 관계

기업가로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기회포착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

지만, 기업가 기민성 및 발굴을 통해 창조되는 것이기도 하다(Shane, 2003; 

장수덕, 이재훈, 2014 재인용). 따라서 기회의 인식은 혁신의 관점에서 기회

를 창조한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장수덕, 이재훈, 

2014). 반면 기회의 창조는 사람들 간의 아이디어와 상호작용, 혹은 교환을 

통해 창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장수덕, 이재훈, 2014). 사회학습이론에서 

설명하는 계획된 우연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가 기민성은 개인이 적극적으

로 정보를 탐색하고, 정보 간에 연결고리를 찾아 의미를 창조하며 이를 바탕

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기

민성 간에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가 기민성은 대학생의 기

업가 진로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될 필

요가 있다. 기회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능력으로서 기업가 기민성은 기업가 

진로의도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기업가 기민성

과 기업가 진로의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실증한 결과를 보고

하였다(Gozukara & Colakoglu, 2016; Hu & Ye, 2017; Lim, Lee & Ramasamy, 

2014; Obschonka, Hakkarainen, Lonka, & Salmela, 2017; Samo & Hashim, 2016).

기업가 기민성과 기업가 진로의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 기민성은 기업가 진로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6. 기업가 기민성은 기업가 진로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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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의 매개효과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 변인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고찰한 결과,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의 관계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의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먼저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 관계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가정할 수 있다.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개인의 내적 특성

으로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에서는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여 왔다(Barbosa, Gerhardt & Kickul, 2007; Krueger & 

Dickson, 1994). 즉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의 기업가 정신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높은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몇몇의 선행연구는 대

학생의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

의 특징과 기업가 진로의도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분석하였다(Prabhu, 

McGuire, Drost, & Kwongk, 2012; Zhao, Seibert & Hills, 2005).

Khuong & An(201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가 정신과 기

업가 진로의도 사이에서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자기효능감 촉진과 정적인 영

향 관계가 있으며,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매개 효과가 있

다고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하였고,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내적 특성인 기업가 정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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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가 기민성의 매개효과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의 관계에서 기업가 기민성의 매개효과를 가

정할 수 있다. 진로 선택이론에서는 어떤 진로에 대한 진로의도의 형성은 해

당 진로에 대한 흥미, 적성 등의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특성과 부

합하는 진로에 대한 의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결국 개인의 성향 혹은 행동적 특성으로서 개인의 내적 특성과 인과 관계가 

있는데, 기업가 기민성은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 등의 개인의 내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분석되었다(Uy, Chan, Sam, Ho, & 

Chernyshenko, 2015). 즉,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개인은 다른 사람에 비

해서 높은 기업가 기민성을 형성하게 되고,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으로 설명되는 기업가 기민성을 바탕으로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가 기민성을 촉진하는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기민성을 

매개로 기업가 진로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Jiao, Cui, Zhu, & Chen, 2014).

3)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의 이중매개효과

마지막으로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고

려할 때,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기민

성을 촉진하고, 종국에는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Iakovleva & Kolvereid, 2009; Schlaegel & Koenig, 2014).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 특성 변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기업가 기민성이라는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능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기효능감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

인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 수행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는 설명으로 이러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론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 관계에서 기업가 자기효

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의 이중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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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및 기업가 진로의

도의 구조 모형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1.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2.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기민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3. 기업가 기민성은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가설 3-4. 기업가 기민성은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진로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5.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은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 관계를 이중매개 할 것이다.

다. 진로장벽 요인별 조절효과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는 진로장벽의 대처와 관련된 심리내적 요인인 자기

효능감, 특정 진로에 진입한 이후 얻게 되는 결과기대, 특정 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대하는 사회적인 지지와 외부 진로장벽을 구분하고, 이 중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경험하는 외부 진로장벽만을 진로장벽으로 구

분한다. 그러나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토대로 한 몇몇 진로장벽 연구에서는 

외부 진로장벽과 내부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에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부와 내부를 하나의 진로장벽으로 보고 연구하는 것은 진로장벽 

개별 요인들 각각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개별적인 경로나 영향력을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였다(천석준, 이기학, 2008).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내부 진로장벽과 외부 진로장벽으로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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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진로장벽의 개념을 개인의 진로결정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되는 외부 진로장벽으로 개념을 구분하였다(공윤정, 2005).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는 내부 진로장벽으로 분류되어 온 변인들이 진로결

정의 과정적 측면에 관여하는 자기효능감과 개념적으로 연속선상에 놓여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Swanson & Woitke, 1997), 외부 진로장벽

의 측정만으로도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Lent et al., 2000). 그러나 내부 진로장

벽에 상응하는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정의 일반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외부 진로장벽이 내부 진로장벽으로 내면화되는 과정을 알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Lent et al.(2000)은 내 ·외부 진로장벽으로 구분한 

연구를 통해 외부 진로장벽이 내부 진로장벽으로 내면화되는 과정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부 진로장벽에 대처하기 위한 방식을 파악하여 상

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

구에서도 내부 진로장벽과 외부 진로장벽으로서 각 요인을 구분하여 연구 모

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국내 대학생의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어 왔지만, 기업가 진

로의도에 초점을 둔 진로장벽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업가 진로의도를 

진로결정의 하나로 보았을 때, 기업가 진로의도가 형성되는 과정은 진로를 결

정하기 전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동안 기업가 

진로의도의 장벽에 관한 국외 연구에서는 실제 창업에 있어서의 장벽에 집중하

고 있어 진로의사결정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진로발달 및 과업 

특성을 간과하고, 창업 장벽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된 장벽 요인 중 부정적 사회인식과 자신감 부족은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지는 않았는데, 우선 자신감은 이 연구에서 기업가 자기효

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을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실패 두려움은 기업가 정신에

서 위험감수 성향 및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기

업가 및 창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은 국외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달리, 최

근 국내에서 기업가 및 창업에 대한 사회인식은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제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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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기업가정신실태조사, 2017),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본 국내·외 

연구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이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

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장벽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지

식/기술/경험 부족, 진로정보 부족이 기업가 기민성과 기업가 진로의도 사이

를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외부 진로장

벽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와 내부 장벽 요인으로 지식/기

술/경험 부족, 진로정보 부족이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4.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외부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와 내부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지식/기술/경험 부족, 진로정보

부족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4-1. 경제적 어려움은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부적인 조절효과

를 가질 것이다.

가설 4-2. 가족/지인 반대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부적인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4-3. 진로정보 부족은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부적인 조절효과

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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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4. 지식/기술/경험 부족은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부적인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내부와 외부 진로장벽 중 개인이 처해 있는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진로장벽이 내부 진로장벽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조절

효과 크기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는데, 근거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가정 경제수준은 기업가 진로의도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가정 경

제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적 행동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Hundley, 

2006; 박재환, 안승권, 윤인철, 2011). 이러한 경제수준은 직접적으로 기업

가 진로의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 기업가 효능감이 기업

가 진로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경제적 위험이 낮다는 

사실은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효능감이 기업가 진로의도로 연결되는 장벽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은정, 오상도(2018)의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을 대상으로 개인특성과 자아존중감이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가족지지의 하위변인인 물질적 지지가 포함되어 있다

는 점에서 기업가 정신 및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진로의도의 관계에서 

가정 경제수준이 정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강유미, 김재호(2015)의 연구에서도 중장년층의 심리적 특성과 창

업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자산의 조절효과를 연구하였는데, 

개인자산이 많은 중장년층의 경우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환경이 창업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개인의 특성 및 효능감 등과 기업가 진로의도의 관계에서 정

적인 조절효과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가족배경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김기근, 박태경(201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 가족

의 재무자원에 대한 이용가능성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재정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있을 때 기업가 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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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결과는 경제적 환경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

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이윤석(2017)의 연구에서도 국내 대학생들은 

부모가 사업가인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기업가 진로의도가 유의미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석(2017)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 수준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부모가 사업가라는 사실이 자녀

의 기업가 진로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부모와 관련된 

변인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임은정, 오상도

(2018)의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이들의 기업가 진로의도에 

가족지지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으며,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가설 5.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외부 진로장벽 요인인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의 조절효과 크기가 내부 진로장벽인 지식/기술/경험 부족, 

진로정보 부족의 조절효과 크기보다 클 것이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변인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Ⅱ-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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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간의 관계 선행연구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진로의도

Ahmed et al.(2010)

Davey, Plewa & Struwig(2011)

Kolvereid(1996)

Wilson, Kickul & Marlino(2007)

김정곤, 양동우(2016)

이무선, 하규수(2016)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Esnard-Flavius(2010)

Maritz & Brown(2013)

Piperopoulos & Dimov(2015)

Shinnar, Hsu & Powell(2014)

강재학, 양동우(2016)

윤지수, 현병환(2017)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Ho, Uy, Kang, & Chan(2018)

Hu & Ye(2017)

Markman & Baron(2003)

Gozukara & Colakoglu(2016)

김형길 & 황보윤(2018)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진로의도

Naktiyok, Karabey & Gulluce(2010) 

Pihie & Akmaliah(2009)

Prabhu, McGuire, Drost, & Kwong(2012)

Piperopoulos & Dimov(2015)

Wilson, Kickul & Marlino(2007)

Zhao, Seibert & Hills(2005)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Ghasemi & Rowshan(2016)

Indrawati, Salim & Djawahir(2015)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Gozukara & Colakoglu(2016)

Hu & Ye(2017)

Lim, Lee & Ramasamy(2014)

Obschonka, Hakkarainen, Lonka, & 

Salmela(2017)

Samo & Hashim(2016)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Prabhu, McGuire, Drost, & Kwongk(2012)

Zhao, Seibert & Hills(2005)

기업가 기민성의 매개효과 Jiao, Cui, Zhu, & Chen(2014)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의 이중매개효과

Iakovleva & Kolvereid(2009)

Schlaegel & Koenig(2014)

진로장벽의 조절효과

Creed, Wong & Hood(2009)

Giacomin et al.(2011)

Liñán & Fayolle(2015)

Smith & Beasley(2011)

Şeşen & Pruett(2014)

Volery, Doss, Mazzarol, & Thein(1997)

윤지영, 이은정(2013)

허경민, 이기학(2018)

<표 Ⅱ-7> 연구 변인 간 관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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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그림 Ⅲ-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기업가 진로의도를 설명하는 사회인지 진로이론과 

계획된 우연이론을 기업가 진로의도를 설명하는 기저 이론으로 활용하였으

며, 연구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변

수 간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외생변수를 기업가 정신으로, 외생변

수인 기업가 정신에 의해 영향을 받는 내생변수를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

가 기민성, 기업가 진로의도로 설정하였다.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

성은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 구조 관계

에서 진로장벽 요인별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외부 진로장벽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와 내부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모형에 따르면 기업가 정신은 위험감수, 혁신성, 진취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 및 기업가 진로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

의도 사이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은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변인으로서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외부 진

로장벽 요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및 내부 진로장벽 요인으

로서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은 기업가 기민성과 상호작용하여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부적인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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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 모형

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4년제 대학교의 재적생이다. 2018년 교육통계연

보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교의 수는 총 191개교이고, 지역별 학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71개교,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시도)에 120개의 대학교가 있다. 재적생 수는 총 2,030,033

명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의 재적생 수는 786,432명이며, 비수도권 소재 대

학의 재적생 수는 1,243,601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적생 비율은 약 

1:1.6이다(교육통계연보, 2018). 모집단에 관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표는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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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 수 재적생 수

수도권 71 (37.2%)   786,432 (38.7%)

비수도권 120 (62.8%) 1,243,601 (61.3%)

합계 191 (100.0%) 2,030,033 (10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통계연보.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표 Ⅲ-1> 국내 4년제 대학교 및 재적생 수                   

전공 계열별 재적생 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2>와 같다. 공학 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을 포함한 자연·공학 계열 재적생은 936,183명이고, 인

문, 사회, 법률, 교육 계열을 포함한 인문·사회 계열 재적생 수는 545,168

명이다. 경제와 경영 등 상경 계열 재적생 수는 334,522명, 예체능 계열의 

재적생 수는 214,160명이었다. 상경 계열의 경우 인문·사회 계열로 분류될 

수도 있으나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영·경제 등 

상경 계열 전공 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기업가 진로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전공 계열에 따른 차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상경 

계열을 인문·사회 계열과 분리하여 표집 하였다.

구분
재적생 수

남학생 여학생 합계

자연·공학 계열    643,693 (31.7%)   292,490 (14.4%) 936,183 (46.1%)

인문·사회 계열    253,035 (12.6%)   292,133 (14.3%) 545,168 (26.9%)

상경 계열    194,611 (9.6%)   139,911 (6.9%) 334,522 (16.5%)

예체능 계열     96,886 (4.8%)   117,274 (5.7%) 214,160 (10.5%)

합계 1,188,225 (58.7%)   841,808 (41.3%) 2,030,033 (10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통계연보.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표 Ⅲ-2> 전공 계열별, 성별 4년제 대학교 재적생 수

나. 표집

1) 표집 크기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 크기와 구조방정식 모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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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위해 필요한 표집 크기를 고려하여 표집 크기를 설정하였다. 구조방정

식 모형 분석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수준의 표본 크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마

다 견해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는 추정법과 모형적합도의 두 가지 요

소를 고려하여 적정 표본크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추정법을 고

려하는 경우와 모형 적합도를 고려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표집 크기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추정법을 고려하는 경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추정법

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에는 최소한의 표본크기는 일반

적으로 100-150으로 알려져 있다. 표본의 크기가 이보다 증가한다면 ML 

추정법은 자료들 간의 차이를 탐지하는데 민감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표본크

기 200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 필요한 임계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00개 이상의 표본을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크기와 관련하여 Krejcie & Morgan(1970)

은 모집단의 크기가 1,000,000명 이상일 경우, 신뢰도 95% 수준에서 적절

한 표집크기가 384명임을 제시하였다. 류근관(2005)은 사회과학분야에 한

하여, 일반적으로 300명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Hair, Anderson, Tatham, &  

Black(1998), Stevenson(2002), Tabachnick & Fidell(1989)에 의하면 

예측 검증력 확보를 위해 측정변인과 사례 수의 비율이 1:15를 충족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의 측정변인 수의 합은 12개로, 최소 

180개의 표본을 분석 데이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집 크기에 관한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200명 이상의 표

본 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최소 표집 크기를 200개 이상으로 설정

하고, 회수율, 이상치(outlier)와 불성실 응답을 고려하여 400개 이상의 표

본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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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집 방법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대표성 확보와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여 층화표집

과 군집표집 및 비율표집을 활용하였다. 층화표집은 모집단이 어떤 속성에 

의해서 여러 개의 하부집단으로 구성될 때, 이를 표집에 반영하여 표본이 모

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만드는 표집 방법이다. 층화 표집은 집단 간 차이

가 집단 내 차이보다 큰 경우,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집 방법으로 준용된다

(성태제, 1998).

국내 선행연구에서 대학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 전공 계열, 성별, 학년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선행연

구의 결과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대학 소재지, 전공 계열, 성별, 학년을 층화

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모집단인 국내의 4년제 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목표 모집단을 표집하기 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과 전공 계열, 성

별 그리고 학년 비율을 고려하여 표집을 실시하였다. 층화군집 표집의 과정

으로는 1차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수도권 3개교, 비수도권 4개교로 무선 

군집표집 하였다. 무선 군집표집으로 선정된 7개 대학에는 대학별로 70명을 

기준으로 표집 하였다. 군집표집은 표집의 단위를 개인으로 하지 않고 집단

으로 하는 표집방법으로, 표집 목록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성태제, 1998).

2차적으로 전공 계열을 고려하여 표집 하였다. 전공 계열은 자연·공학, 

인문·사회, 상경, 예체능 계열로 구분하여 전체 4년제 대학 재학생 수 대비 

각 계열별 재학생의 비율을 산출하여 적정 표집 수를 설정하였다. 대학별 인

문·사회 계열 19명, 상경 계열 12명, 자연·공학 계열 32명, 예체능 계열 

7명을 표집 하였다. 다음으로 계열별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을 도출하여 계열

별 성별 목표 표집 수를 결정하였다. 인문·사회 계열 남학생 9명, 여학생 

10명(약 1:1.1), 상경 계열 남학생 7명, 여학생 5명(약 1:0.7), 자연·공학 

계열 남학생 22명, 여학생 10명(약 1:0.4), 예체능 계열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약 1:1.2)을 표집 하였다. 마지막으로 1, 2학년을 저학년, 3학년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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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년으로 구분하여 학년별 비율을 적용하여 성별 표집 수를 세분화 하여 

표집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의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Ⅲ-2] 표집 방법 

3. 조사 도구

이 연구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

업가 기민성,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경제력 부족,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표 Ⅲ-3>의 조사 도

구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연구 변인을 측정하는 조사도구 및 응답자의 일

반적 특성을 측정하는 영역을 포함하여 총 여섯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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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번호 문항 수

Ⅰ. 기업가 진로의도 ① 기업가 진로의도 Ⅰ- 1-6 6

Ⅱ. 기업가 정신

① 혁신 Ⅱ- 1-6 6

② 진취성 Ⅱ- 7-12 6

③ 위험감수 Ⅱ- 13-18 6

Ⅲ. 기업가 자기효능감 ① 기업가 자기효능감 Ⅲ- 1-6 6

Ⅳ. 기업가 기민성

① 탐색 Ⅳ- 1-6 6

② 연합 Ⅳ- 7-10 4

③ 평가 Ⅳ- 11-15 5

Ⅴ. 진로장벽

① 경제적 어려움 Ⅴ-A 1-4 4

② 가족/지인 반대 Ⅴ-B 1-4 4

③ 진로정보 부족 Ⅴ-C 1-4 4

④ 지식/기술/경험 부족 Ⅴ-D 1-4 4

Ⅵ. 일반적 사항

① 성별

Ⅵ- 1-11 11

② 연령

③ 전공 계열

④ 학년

⑤ 대학 소재지

⑥ 창업 실행 경험

⑦ 창업 강의 수강 횟수

⑧ 수강한 창업 강의명

⑨ 창업 강의 수강 동기

⑩ 창업 동아리 참여 여부

⑪ 창업 동아리 참여 동기

합계 72

<표 Ⅲ-3> 조사 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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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기에 앞서 연구 변인별로 조사 

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 및 예비조사를 통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대학생 진로 관련 전공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4명을 대상으로 개별 

측정 도구의 문항내용이 적합한지, 대학생의 상황 및 특성에 적합한지, 내용

이 이해하기 쉽고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검토 받음으로써 내용 타당

도를 확보하였다.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문항 별로 5점 Likert 척도(1=전혀 

타당하지 않음, 5=매우 타당함)로 평정을 받은 후,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낮

은 문항은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대학생 7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내용을 이

해하고 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검토 받음으로써 안면 타당도를 확보하

였다. 대학생에게 문항 별로 5점 Likert 척도(1=매우 어려움, 5=전혀 어렵

지 않음)로 평정을 받은 후,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은 수정·보완하

였다.  

문항 번안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우선 원 문항을 확인 후 연구자가 

연구의 맥락에 맞게 1차 번안을 수행하였다. 1차 번안 과정에서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를 잘 측정하면서도 국내 대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결한 

문장을 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후 한국과 미국문화에 익숙한 이중 

언어자 1인(교육학 전공 대학원 과정생)에게 원 문항과 연구자에 의해 번역

된 문항을 제시하고 불일치하는 문항을 검토 받았다. 검토 결과 6개의 문항

이 모두 적절하게 번안되었다는 의견을 받아 번역된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

도 및 안면 타당도 검사를 진행하였다. 

번안된 문항은 진로 교육 전공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 1인과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5점 만점에 3점 이상), 대학생 7명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5점 만점에 3점 이상)를 확보 하였다. 

이후 수도권 1개 대학, 비수도권 1개 대학, 1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결측지 3부 및 불성

실 응답 1부를 제외한 총 136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연구에서 활용될 

관찰변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가 기업가 정신의 하위요소인 진취성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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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모두 .8 이상으로 나타나 본조사에 활용하였다. 단 진로장벽 요인 중 

진로정보 부족 측정 도구의 경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문항을 삭제하고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

가.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진로의도란 ‘창업을 포함하여 기업가, 경영자로서 경력을 희망하

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에 관한 국

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를 측정하는 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Linan & Chen(2009)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번안

하여 측정하였다. 문항 수는 총 6문항으로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

답자는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된다. Linan & Chen(2009)이 제

시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2로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내용 타당도 및 안면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기업가’로 모든 문항의 표현

을 한정하는 것은 기업가 진로의도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과 

‘기업을 시작하는 것’은 국내에서 ‘창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기업가’는 응답자에 따라 용어의 이해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안면 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기

업가’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라면 이를 명확히 밝혀주

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이 연구에서 

정의한 기업가 진로의도의 의미가 원 문항을 통해 유지 되면서도 대학생이 응

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번안한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부록 2] 참조). 

예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가 진로의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40, 

본조사에서는 .935로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모두 기준치 .7 이상의 내적 

일치도 계수가 나타나 이 연구에서 활용한 기업가 진로의도 조사 도구의 신

뢰도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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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비조사 (136명) 본조사(445명)

기업가 진로의도 전체(6문항) .940 0.935

<표 Ⅲ-4> 기업가 진로의도 내적 일치도 계수 

나.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란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하며, 혁신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개인의 심

리적 특성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기업가 정신은 Miller(1983)가 개발하

고 강만구 외(2018)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전문가

의 내용타당도 검사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 검사를 거친 후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기업가 정신 측정은 Miller(1983)가 개발한 

도구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윤백중(2011), 강수빈(2012), 조

병근(2013), 장정용(2015), 강만구 외(2018) 등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Miller(1983)의 도구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을 측정한 바 있다. 

문항 수는 총 18문항으로 혁신 6문항, 진취성 6문항, 위험감수 6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자는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되며, 각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강만구 외(2018)의 연구에서 위험감수성 .915, 혁신성 .906, 

진취성 .889로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기업가 정신 조사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 

검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수정 의견이 제시된 문항의 표현을 원문과 국내

에서 번안하여 사용된 도구와의 대조를 거쳐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부록 5] 참조).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가 정신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20으로 나타

났다. 본조사에서는 .922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예

비조사, 본조사 모두 기준치 .7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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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비조사 (136명) 본조사(445명)

① 혁신 (6문항) .830 .833

② 진취성 (6문항) .794 .796

③ 위험감수 (6문항) .859 .862

기업가 정신 전체 (18문항) .920 .922

<표 Ⅲ-5> 기업가 정신 내적 일치도 계수 

다.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자기효능감이란 ‘기업가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의 강도’를 의미한다(Wilson, Kickul, & Marlino, 2007).

이 연구에서 대학생의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Wilson, Kickul, & Marlino(2007)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도구를 연

구자가 번안하여 측정하였다. 기업가 자기효능감 문항의 내용은 기업가로서 

문제해결, 의사결정, 자금관리, 창의력, 대인관계, 리더십으로 문항 수는 총 6

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자는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된다. 

Wilson, Kickul, & Marlino(2007)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836으

로 보고되어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타당도 및 안면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문제해결과 창의력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에서‘기업가로서’라는 표현이 다소 어색하여 수정

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금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기

업가로서 자금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자금을 조달하고’등의 

명확한 역할이나 과업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의 일부 표현을 수정·보완하였다. 안면 타당도 검증 

과정에서는 특별한 검토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기

업가 자기효능감의 원도구의 번안을 완료하였다([부록 3] 참조).

예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95, 

본조사에서는 .858로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모두 기준치 .7 이상의 내적 



- 80 -

일치도 계수가 나타나, 이 연구에서 활용한 기업가 자기효능감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구분 예비조사 (136명) 본조사(445명)

기업가 자기효능감 전체 

(6문항)
.895 0.858

<표 Ⅲ-6> 기업가 자기효능감 내적 일치도 계수 

라. 기업가 기민성

기업가 기민성이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새로운 기회를 인식하는 개

인의 능력’을 의미한다(Tang et al., 2011). 이 연구에서 국내 대학생의 

기업가 기민성은 Tang, Kacmar & Busenitz(2012)가 개발한 도구를 연구

자가 번안하여 측정하였다. 기업가 기민성은 총 15문항으로 탐색 6문항, 연

합 4문항, 탐색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된다.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모두 .7 이상으로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내용 타당도 및 안면타당도 검증 과정에서“connecting dot”이라는 표현은 

국내에서 생소한 표현이기 때문에 “connecting dot”의 의미를 문장에서 자

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으로 번안하였다. 이후 한국과 미국문화에 익숙한 

이중 언어자 1인(교육학 전공 대학원 과정생)에게 원 문항과 연구자에 의해 

번역된 문항을 제시하고 불일치하는 문항을 검토 받았다. 이 과정에서 번안한 

문항 중 일부 문항의 의미가 다소 왜곡될 우려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지적된 

문항은 연구자와 이중 언어자가 함께 원문항의 의미가 유지 되면서도 응답자

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종 수정하여 활용하였다([부록 4] 참조).

예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가 기민성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28, 본

조사에서는 .933으로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모두 기준치 .7 이상의 내적 

일치도 계수가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 또한 예비조사, 본조

사 모두 기준치 .7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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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비조사 (136명) 본조사(445명)

① 탐색 (6문항) .859 .870

② 연합 (4문항) .866 .871

③ 평가 (5문항) .879 .882

기업가 기민성 전체 (15문항) .928 .933

<표 Ⅲ-7> 기업가 기민성의 내적 일치도 계수 

마. 진로장벽 요인

진로장벽이란 ‘진로를 개발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심리

적·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태(손은령, 2004)’를 뜻한다. 이 

연구에서 진로장벽이란 ‘대학생이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을 저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태’

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진로장벽의 여러 요인 

중에서도 외부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와 

내부 진로장벽 요인으로서‘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이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부적인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진로를 가정하고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기존의 진로장벽 

도구를 수정이나 보완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

여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의 진로장벽의 개념 및 특징을 파악하고 

장벽으로서 각 요인을 도출 한 뒤, 기존의 진로장벽 도구를 이 연구에서 측

정하고자 하는 기업가 진로 맥락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진로장벽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

식/기술/경험 부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 조사도구의 문항을 기업가 진로

맥락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수정·보완 절차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측정 도구 문항 중 기업가 진로의 맥락에 맞게 표현을 수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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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하위요인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진로장벽 조사도구의 

하위영역별 문항을 수집하여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을 측정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수집하였다

([표 부록 1-2] 참조).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서의 장벽과 일반적인 진로의도 형성에서의 장벽 

간에 공통적으로 추출된 하위 요소인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지인 반대 및 진

로정보 부족에 대해서는 기존의 진로장벽 측정 도구를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

의 맥락에 맞게 표현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업가 진로에 특정하여 장벽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장벽으로서 경제

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및 진로정보 부족을 측정하는 문항이 한 문항 혹

은 두 문항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 각 하위 요인이 갖는 의미를 제한적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및 진로정보 

부족에 관한 문항은 기존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을 측정한 도

구 중 국내 학술지와 학위 논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김은영(2001)

의 도구를 바탕으로 하되, 진로장벽 도구에서 고찰한 문항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지인과의 갈등, 진로정보 부족 요인을 측정하

는 문항을, 이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의 

진로장벽의 맥락으로 한정하여 맥락에 알맞게 수정·보완하였다([표 부록 

1-3] 참조). 이와 같이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측정, 

조사도구 개발 분야의 전문가 교수 3인 및 해당 논문 심사위원회 위원의 검

토를 거쳐 절차와 방법상의 타당성을 확보 하였다. 

다음으로 지식/기술/경험 부족 요인의 경우에는 진로장벽 측정 도구에서 

하위요인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식/기술/경험 부족 요인이 기

업가 진로의도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장벽 요인이라는 점에서 기업가 진로의

도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지식/기술/경험 부족 요인을 측정하는 

Giacomin et al. (2011)의 측정 도구 문항을 측정문항 수집에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 과정에서의 지식/기술/경험 부족 

요인의 경우, ‘기업가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측정해야 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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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영’이라는 분야에 특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서 기업가로서 전문적인 경영 지식/기

술/경험 부족에 대해 묻는 문항을 측정문항으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기

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설정한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은 첫째, 경영에 대한 충분한 지식, 경영 

기술 보유 정도나 기업가로서의 충분한 경험, 전문성의 보유 정도를 확인하

기 위해 설정한 변인이 아니며, 둘째, 개인이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높고 기업

가 기민성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기업가로서 보유한 지식/기술이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기술/경험 부족은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과 구분된다. 

최종 문항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항 지시문은 ‘귀하와 가장 일치하다

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응답양식은 기존 측정 

도구가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문항 

작성 및 지시문과 응답양식(5점 Likert 척도)을 결정한 이후, 진로 교육 전

공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 1인과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3인 및 심리측정, 조

사도구 개발 분야 전문가 교수 3인에게 문항의 적절성 및 지시문, 응답양식

의 적절성을 검토 받았다. 그 결과 모든 문항에서 평균값이 3점 이상으로 나

타나 일정 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단, 검토 의견이 중첩되고 비교적 낮

은 점수의 문항은 보완 및 삭제하였다. 또한 대학생 7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검토 받음으로써 안면 타당도

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의 안면 타당도 점수가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일정 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내용 타당도 및 안면 타당도를 거

쳐 경제적 어려움 4문항, 가족/지인 반대 5문항, 진로정보 부족 4문항, 지식/

기술/경험 부족 4문항이 도출되었다([표 부록 1-4], [표 부록 1-5] 참조).

한편, 이 연구에서는 첫째, Lent et al.(2001), Lent et al.(2003), 천석

준, 이기학(2008) 등의 연구에서 개인의 내적 특성을 바탕으로 특정 진로의

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진로장벽에 특정 진로로 국한하여 명명하

지 않고, ‘진로장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둘째, 기업가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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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이라고 명명할 경우, ‘기업가가 지닌 진로장벽’이라는 의미로 잘못 해

석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을 각기 개별적인 조절 변인

으로서 연구 모형에 설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 진

로장벽이 아닌 진로장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변인명의 사용

에 대하여 심리측정, 조사도구 개발 분야 전문가 교수 3인의 검토를 거쳐 타

당성을 확보 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문항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신뢰도 분석

을 통해 통계치를 검토함으로써 본조사에 임하기 위한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

다. 국내 대학생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고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

부분의 문항을 설정된 기준치에 적합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들이 이론

적 요인에 맞게 적재량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조사에 조사도구를 활용하

였다.

본조사에서는 예비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석을 수행하여 최종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진로정보 부족의 한 문항을 삭제한 뒤 신뢰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문항을 삭제하였다. 국내 대학생 445명을 대상으

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든 문항이 설정된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68, .875, .863, 

.928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모든 변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가 .7을 넘었기 때

문에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분 예비조사 (136명) 본조사(445명)

① 경제적 어려움 (4문항) .863 .868

② 가족/지인 반대 (4문항) .862 .875

③ 진로정보 부족 (4문항) .869 .863

④ 지식/기술/경험 부족 (4문항) .878 .928

<표 Ⅲ-8> 진로장벽 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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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우편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표집 대상인 7개 대학 내 협력자를 섭외하여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진행하였다. 사전에 협력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혹은 전화 통화로 

이 연구의 취지와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한 후 설문지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송부하였다. 협력자에게 특히 전공 계열, 학년, 성별에 대한 비율표집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설문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수시로 협력자에게 연

락하여 성별 및 계열 비율표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원활한 설문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요청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모든 대학생에게는 모

바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자료 배포 및 수집은 2019년 5월 중에 

진행하였다. 총 49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이 중 447부가 회수되었다

(회수율: 91.22%). 이후 이상치(평균에서의 표준편차 거리 ｜3｜이상) 2부

를 제외한 445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유효자료율: 99.5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9>와 같다. 남학생은 212명(47.64%), 

여학생 233명(52.36%)로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는데, 

모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실제 표집에서는 여학생의 수가 더 많이 표집 되어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학년을 저학년 201명(45.17%), 고학년 244명(54.83%)

으로 고학년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표본의 전공 계열 분포를 살펴보면, 

자연·공학 계열 171명(38.43%), 인문·사회 계열 121명(27.19%), 상경 

계열 110명(24.72%), 예체능 계열 43명(9.66%)으로 자연·공학 계열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문·사회 계열, 상경 계열, 예체능 계열 

순으로 표본 비율이 높았다. 대학 소재지를 중심으로 표본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214명(48.09%), 비수도권 231명(51.91%)으로 비수도권의 비율

이 더 높았다. 창업 강의 수강 경험과 관련하여 창업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313명(70.3%)으로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회 

98명(22.0%), 2회 21명(4.7%), 3회 이상 13명(2.9%)이었다. 응답자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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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동아리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창업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이 58명

(13.0%)이었으며,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이 387명(87.0%)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창업 동아리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212 47.6

여학생 233 52.4

계 445 100.0

학년

저학년

1학년 94 21.1

2학년 107 24.0

소계 201 45.2

고학년

3학년 116 26.1

4학년 99 22.3

5학년 이상 29 6.5

소계 244 54.8

계 445 10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계열 121 27.2

상경 계열 110 24.7

자연·공학 계열 171 38.4

예체능 계열 43 9.7

계 445 100.0

대학 소재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14 48.1

비수도권 231 51.9

계 445 100.0

창업 강의 

수강 경험

0회 313 70.3

1회 98 22.0

2회 21 4.7

3회 이상 13 2.9

계 445 100.0

창업 동아리 

참여 여부

있음 58 13.0

없음 387 87.0

계 445 100.0

<표 Ⅲ-9>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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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25.0 및 Mplus 8.3을 활용

하였다. 모든 결과는 통계적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이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통계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분석, 조절효과 분석방법

을 활용하였으며 입력 자료는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찰변인 분석 방법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변인들의 선형적 결합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기 때

문에 정규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찰 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

해 변인별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고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단 다변

량 정규성은 만족시키기 어렵고 단변량 정규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

례수가 확보되면 분석에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단변량 정규성을 기준

으로 판단하였다(배병렬, 2009).

일반적으로 단변량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왜도(skew)와 첨도

(kurtosis)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경험적 기준에 따르면 왜도지표 ┃3.0┃

이내, 첨도지표 ┃8.0~20.0┃ 이내의 경우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또한 Hong, Malik, Lee(2003)는 왜

도 2, 첨도 4 이내의 기준을 만족하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상분포조건을 가

진다고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관찰변인 간의 상관행렬을 확인함으로써 본 자료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관찰변인의 상관

행렬을 기준으로 최적의 모형을 분석하는 방법이기에 관찰변인 간의 상관계

수가 통계적 기준(p⟨.05) 하에 유의하고 .3 이상의 통계치를 나타내는지 살

펴봄으로써 입력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찰변인의 차이를 분석하여 관찰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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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적절한지 확인함으로써 입력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나. 측정 모형 분석 방법

측정 모형 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실제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

하기 전, 개념 측정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분석 오류 발생 시, 오류의 원인이 측정의 오류에서부터 발생하였는지 또는 

구조 관계 설정의 오류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병렬, 2009).

이 연구는 Mplus 8.3을 활용하여 측정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모수 추정은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이란 관찰

변인의 상관행렬과 가능한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관행렬을 재생산할 수 있도

록 모수를 추정하여 모형 적합도를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최대우도법은 최소

제곱법에 비해 다변량 정규성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이 연구에 

적합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모형 적합도 판단은 Mplus 8.3이 제공하는 총 

카이제곱(χ2) 값 및 RMSEA, SRMR, CFI, TLI의 네 가지의 적합도 지수

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표 Ⅲ-10> 참조).

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카이제곱(χ2) 값 p > 0.05

절대적합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10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증분적합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 0.90
TLI(Tucker & Lewis Index)

자료: 배병렬. (2016). Mplus 7.0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람.

<표 Ⅲ-10> 적합도 판단 기준 

모형 적합도 확인 후에는 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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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타당도란 모형 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올바르게 측정하는가를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관찰변인의 요인적재량이 0.5 이상일 경우 관찰변인이 잠

재변인을 설명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배병렬, 2016). 이 연구에서는 관찰변

인의 요인적재량 0.5를 기준으로 개념 타당도를 판단하였다.

다. 구조 모형 분석 방법

측정 모형을 적합성을 판단한 뒤,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잠재변인 간 관계

를 설정한 구조 모형의 적합성 및 변인 간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모수 추정 및 모형의 적합성 판단 기준은 측정 모형 분석과 동일한 방법

으로 수행하였다. 

모형 분석을 수행한 이후, 모형 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살펴보고 모형 수정 

실시여부를 판단했다. 모형 수정이란 초기의 모형에 대한 확인적 검정에서 

나아가 자료를 통해 도출한 상관행렬에 더욱 적합한 모형상관행렬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형을 수정하는 것이다(배병렬, 2016). 모형을 수정하는 상황은 

모형의 간명도 또는 적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때 수행된다. 모형의 간명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정했던 변인 간의 관계를 제거해야 하며 이는 

모형 다듬기에 해당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려되지 못한 

변인 간의 관계를 가정해야 하며 이는 모형 만들기에 해당한다.

구조 모형을 확정한 이후에는 변인 간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Ⅲ-11> 참조). 직접효과란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

향을 의미하며, 매개효과란 매개변인에 의해 한 변인 다른 변인에 미치는 간

접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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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방법

모

형

연구가설 1.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의 인과적 구조 모형의 적합도
최대 우도법

직

접 

효

과

연구가설 2-1.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진로의도

임계비 t검정

연구가설 2-2.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연구가설 2-3.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연구가설 2-4.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진로의도

연구가설 2-5.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연구가설 2-6.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매

개 

효

과

연구가설 3-1.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진로의도

부트스트래핑 

Sobel 검증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연구가설 3-2.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연구가설 3-3.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연구가설 3-4.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표 Ⅲ-11> 구조 모형 분석 방법 

직접효과의 유의성 검정은 임계비(critical ratio)를 통한 t검정으로 수행하

였다. 매개효과 검정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였다. Mplus 8.3에서는 

델타(delta)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만 델타방법의 경우, 다변량 정규성을 가

정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이론적 가정을 포함하여 표준오차를 구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경험적 분포를 추정하여 표준오차를 구하는 방법인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다(배병렬, 2016). 구체적으로 부트스

트래핑을 활용한 Sobel 검증과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을 모두 활용하여 매

개효과의 유의성과 크기를 검증하였다. 

라. 조절효과 분석 방법

조절효과란 종속변인 Y에 미치는 독립변인 X의 효과가 조절변인 Z에 의해 

변화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모형에 X와 Z의 곱하

기 변인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를 상호작용항이라 정의한다. 상호작용항의 



- 91 -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홍세희, 정송, 2014).

예를 들어 모형 식 (1)과 같이 독립변인(X), 조절변인(Z) 상호작용항(XZ)

을 투입한 모형은 모형 식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항의 회귀

계수였던 b3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X와 Z의 직접적인 효과는 조건적

으로 변한다고 볼 수 있기에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반드시 X와 Z의 직접적

인 효과가 가정될 필요는 없다(이형권, 2016; 홍세희, 정송, 2014).

         
         

이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Mplus 8.3을 활용하

였다. Mplus 8.3에서는 관찰변인 간의 조작 없이 상호작용항을 도출하기 때

문에 평균중심화 및 불필요한 제약을 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통계 

패키지에 비해 구조방정식에서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홍세희, 정송, 2014). 

구체적으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본적인 구조 모형에 조절변인을 

투입한 조절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으며, 절대적합지수와 상대적합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조절모형의 적합도가 확

인된 경우 조절변인과 기업가 기민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전과 후 자유모수의 변화량과 우도비의 변화량을 활용하여 카이제

곱 값의 변화량을 추정하였다. 카이제곱 값의 변화량이 카이제곱 분포표를 

기준으로 모형개선 기준치를 넘어선 경우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조절모형을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절모형의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조절변

인 및 상호작용항의 계수(비표준화, 표준화)와 유의 수준을 분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모형은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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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진로의도로 연결되는 이중매개 효과와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기민

성을 거쳐 기업가 진로의도로 연결되는 매개효과에 모두 진로장벽의 조절변

인이 투입된다. 따라서 이러한 매개효과에서 조절변인이 얼마나 매개효과를 

변화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절변인의 크기가 변화함에 따라 매개효과

들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조절변인 값을 1표준편차

를 기준으로 ±2 범위까지 변화시키면서 매개효과들의 계수 값 변화를 분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조절변인이 특정 수준으로 변화했을 때 매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조건부 매개효과라고 명명되며, 이 연구의 

경우 여러 조절변인이 함께 투입되기 때문에 타 조절변인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특정 조절변인의 크기를 변화시켰을 때 해당 조절변인이 매개효과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다중 조절된 매개효과(다중가산조절

효과)라 부를 수 있다(이형권, 2018). 조절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베타 

값을 조절된 매개지수라 하며, 다수의 조절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타 조절

변인의 크기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특정 조절변인이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베타

값을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라고 한다(이형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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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관찰변인 분석 결과

가.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투입될 관찰변인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다변량 정규성)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과 같다.

잠재변인 관찰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기업가 

진로의도
① 기업가 진로의도 1.00 5.00 2.93 1.059 .024 -.821

기업가 

정신

① 혁신 1.00 5.00 3.67 .686 -.277 -.088

② 진취성 1.00 5.00 3.58 .675 -.025 -.377

③ 위험감수 1.00 5.00 3.40 .743 -.008 -.215

기업가 

자기

효능감

① 기업가 자기효능감 1.00 5.00 3.45 .814 -.521 .348

기업가 

기민성

① 탐색 1.17 5.00 3.33 .795 -.228 -.190

② 연합 1.83 5.00 3.36 .834 -.473 .052

③ 평가 1.00 5.00 3.17 .832 -.263 -.017

진로장벽

① 경제적 어려움 1.00 5.00 3.12 1.002 -.107 -.709

② 가족/지인 반대 1.00 5.00 2.63 .988 .079 -.675

③ 진로정보 부족 1.00 5.00 3.10 .920 -.325 -.277

④ 지식/기술/경험 

   부족
1.00 5.00 3.76 .847 -.772 .492

다변량 정규성 9.345 173.339

<표 Ⅳ-1> 변인 기술 통계량 및 정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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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다변량 정규성은 왜도 9.345, 첨도 

173.339로 다변량 정규성은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단변량 정규성은 왜도 

-0.562~0.219, 첨도 -0.974~0.016으로 나타나 절대값 왜도 2, 첨도 4 

이내의 기준을 만족하여, 단변량 정규성은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기업가 진로의도 평균값은 2.93점으로 전반적으로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

도 수준은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았다. 

기업가 정신과 관련하여 관찰변인의 평균은 위험감수 3.67점, 진취성 3.58

점, 혁신성 3.40점으로 관찰변인 중 진취성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전체 기업가 정신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3.55점으로 대학생들의 기업

가 정신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은 3.45점이었으며, 표준편차 .814로 대학생들

은 기업가로서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으나 그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기업가 기민성과 관련하여 관찰변인의 평균은 탐색 3.33점, 연합 3.36점, 

평가 3.17점으로 관찰 변인 중 연합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 기민성 전체 평균은 3.29점으로 대학생들의 평균적인 기업가 기민성

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요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3.12점, 가족/지인 반대 2.63점, 진

로정보 부족 3.10점, 지식/기술/경험 부족 3.76점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은 기

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진로장벽 요인으로 지식/기술/경험 부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로서의 진로장벽에 대한 네 가

지 진로장벽 요인의 평균값은 3.16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관찰변인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동일한 잠재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관찰변인들의 상관계수가 다른 변인과의 상관계수에 비해 비교적 높았

기 때문에 잠재변인의 개념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의 위험감수, 진취성, 혁신성,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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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의 탐색, 연합, 평가 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진로장벽과는 모두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사이에는 기업가 진로의도와 유사

하게 보통 수준의 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진로장벽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 변인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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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진로장벽

① ① ② ③ ① ① ② ③ ① ② ③ ④

기업가 

진로의도
① 기업가 진로의도 1 　 　 　 　 　 　 　 　 　 　 　

기업가 

정신

① 위험감수 .390** 1 　 　 　 　 　 　 　 　 　 　

② 진취성 .484** .615** 1 　 　 　 　 　 　 　 　 　

③ 혁신성 .488** .572** .654** 1 　 　 　 　 　 　 　 　

기업가 

자기효능감
① 기업가 자기효능감 .455** .378** .375** .454** 1 　 　 　 　 　 　 　

기업가 

기민성

① 탐색 .509** .418** .500** .452** .440** 1 　 　 　 　 　 　

② 연합 .451** .493** .400** .508** .365** .629** 1 　 　 　 　 　

③ 평가 .542** .400** .440** .493** .438** .627** .575** 1 　 　 　 　

진로장벽

① 경제적 어려움 -.160** -.033 -.120* -.108* -.023 -.111* -.091 -.078 1 　 　 　

② 가족/지인 반대 -.448** -.181** -.140** -.176** -.158** -.296** -.262** -.331** .272** 1 　 　

③ 진로정보 부족 -.564** -.258** -.327** -.328** -.289** -.356** -.348** -.404** .216** .285** 1 　

④ 지식/기술/

경험 부족
-.591** -.269** -.296** -.370** -.267** -.402** -.399** -.422** 0.081 .238** .306** 1

주) * p⟨.05, ** p⟨.01 *** p⟨.001

<표 Ⅳ-2> 관찰변인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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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 차이 분석 결과

1)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가 진로

의도의 평균은 남학생이 3.18점, 여학생이 2.71점으로 남학생의 기업가 진

로의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 

변인
전체

(n=445)

성별

t값남학생

(n=212)

여학생

(n=233)

기업가 

진로의도
① 기업가 진로의도

2.93

(1.059)

3.18 

(1.041)

2.71 

(1.029)
-4.757***

주) * p⟨.05, ** p⟨.01 *** p⟨.001

<표 Ⅳ-3> 성별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 차이 분석 결과         단위: 평균(표준편차)

2) 학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학년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의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에 따

른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표 Ⅳ-4>).

변인
전체

(n=445)

학년

F값

저학년 고학년

1학년

(n=94)

2학년

(n=107)

3학년

(n=116)

4학년

(n=99)

5학년 

이상

(n=29)

기업가 

진로

의도

① 기업가 

   진로의도

2.93

(1.059)

2.99

(1.05)

2.97 

(1.06)

2.82 

(1.04)

3.01

(1.01)

2.68

(1.30)
0.927 

주1) * p⟨.05, ** p⟨.01 *** p⟨.001

<표 Ⅳ-4> 학년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 차이 분석 결과          단위: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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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공 계열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전공 계열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가 진로

의도는 예체능 계열이 3.27점으로 자연·공학 계열 3.09점, 상경 계열 2.93

점으로 인문·사회 계열 2.60점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Ⅳ-5>).

4) 대학 소재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대학 소재지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가 진

로의도는 수도권이 3.05점으로 비수도권 2.81점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Ⅳ-6>).

변인
전체

(n=445)

계열

F값 sheffe상경

(n=110)

자연공학

(n=171)

인문사회

(n=121)

예체능

(n=43)

기업가 

진로

의도

① 기업가  

  진로의도

2.93

(1.059)

2.93 

(1.07)

3.09

(1.04)

2.60

(1.04)

3.27 

(.94)
6.46*** a, b, d 

> c

주1) * p⟨.05, ** p⟨.01 *** p⟨.001

주2) 상경: a, 자연공학: b, 인문사회: c, 예체능: d

<표 Ⅳ-5> 전공 계열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 차이 분석 결과    단위: 평균(표준편차)

변인
전체

(n=445)

대학 소재지

t값수도권

(n=214)

비수도권

(n=231)

기업가 

진로의도
① 기업가 진로의도

2.93

(1.059)

3.05

(1.114)

2.81

(.992)
2.504**

주) * p⟨.05, ** p⟨.01 *** p⟨.001

<표 Ⅳ-6> 대학 소재지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 차이 분석 결과       단위: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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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강의 수강횟수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창업강의 수강횟수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

업가 진로의도의 평균은 3회 이상 수강한 학생이 4.44점, 2회 이상 3.28점, 

1회 3.05점, 0회 2,80점으로 창업강의 수강횟수가 많은 학생의 기업가 진로

의도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7>). 

변인
전체

(n=445)

창업강의 수강횟수

F값 sheffe0회

(n=313)

1회

(n=98)

2회

(n=21)

3회 

이상

(n=13)

기업가 

진로

의도

① 기업가 

진로의도

2.93

(1.059)

2.80 

(1.025)

3.05

(1.009)

3.28

(1.171)

4.44 

(.647)
12.460*** d > b, c 

> a

주1) * p⟨.05, ** p⟨.01 *** p⟨.001

주2) 0회: a. 1회: b. 2회: c, 3회 이상: d

<표 Ⅳ-7> 창업강의 수강횟수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 차이 분석 결과    단위: 평균(표준편차)

6) 창업동아리 참여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창업동아리 참여여부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가 진로의도의 평균은 창업 동아리 참여 학생 3.59점, 미참여 학생 

2.83점으로 창업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가 유의미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8>).

변인
전체

(n=445)

창업 동아리 참여 여부

t값참여

(n=58)

미참여

(n=387)

기업가 

진로의도
① 기업가 진로의도

2.93

(1.059)

3.59

(.885)

2.83

(1.047)
5.318***

주) * p⟨.05, ** p⟨.01 *** p⟨.001

<표 Ⅳ-8> 창업 동아리 참여 여부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 차이 분석 결과   단위: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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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모형 분석 결과

12개의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적합하게 측정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측정 

모형을 구성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Ⅳ-9]와 

같다. 모형의 카이제곱 값은 79.909(df=32, p〈 0.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설정된 측정모형이 표본의 상관행렬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형의 상대적 적합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 RMSEA 

0.060, CFI 0.976, TLI 0.957, SRMR 0.022로 모두 적합한 수준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측정 모형 적합도 지수 판단기준과 측정 모형 적합도 지수는 

다음의 <표 Ⅲ-9>에 제시되어 있으며, 측정 모형이 충분한 적합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분 판단 기준 적합도 지수 해석

 p > 0.05 0.000 부적합

RMSEA ≤ 0.1 0.060 양호

CFI ≥ 0.9 0.976 적합

TLI ≥ 0.9 0.957 적합

SRMR ≤ 0.1 0.022 적합

<표 Ⅳ-9> 측정 모형 적합도 지수



- 101 -

[그림 Ⅳ-1] 측정 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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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모형의 개념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찰변인의 요인적재량 및 잠재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잠재변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 기민성과 

기업가 정신의 경우 관찰변인의 요인적재량이 최소 0.726에서 0.814로 기

준치 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Ⅳ-10>).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값

기업가 

진로의도

① 기업가 

   진로의도
1.000 0.967 - -

기업가 

기민성

① 탐색 1.000 0.804 - -

② 연합 0.923 0.755 0.058 15.803***

③ 평가 1.077 0.786 0.069 15.575***

기업가 

자기효능감

① 기업가 

   자기효능감
1.000 0.926 - -

기업가 

정신

① 위험감수 1.000 0.726 - -

② 진취성 1.221 0.814 0.079 15.474***

③ 혁신성 1.313 0.810 0.094 13.956***

경제적 어려움 1.000 0.931 - -

가족/지인 반대 1.000 0.935 - -

진로정보 부족 1.000 0.929 - -

지식/기술/경험 부족 1.000 0.963 - -

주) * p⟨.05, ** p⟨.01 *** p⟨.001

<표 Ⅳ-10> 잠재변인별 요인적재량

3. 기본 구조 모형 분석 결과

가. 기본 구조 모형 적합도 분석

이 연구에서 설정한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 간의 기본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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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형의 절대 적합지수인 카이제곱 값은 61.369(df=16, p〈 0.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 모형이 표본의 상관행

렬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함을 의미하지만, 상대 적합지수인 RMSEA 0.083, 

CFI 0.969, TLI 0.947, SRMR 0.025로 구조 모형이 필요한 적합도를 충족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절대 적합지수와 상대 적합지수를 종합적으

로 고려한 결과 이 연구의 구조 모형은 충분한 적합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표 Ⅳ-11>). 

구분 판단 기준 적합도 지수 해석

 p > 0.05 0.000 부적합

RMSEA ≤ 0.1 0.083 양호

CFI ≥ 0.9 0.969 적합

TLI ≥ 0.9 0.947 적합

SRMR ≤ 0.1 0.025 적합

<표 Ⅳ-11> 기본 구조 모형 적합도 지수

기본 구조 모형의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했기 때문에 구조 모형에 대한 

수정 모형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기본 구조 모형에 비표준화 및 표준화 

계수를 표기한 그림은 다음의 [그림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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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기본 구조 모형 분석 결과

주1) * p⟨.05, ** p⟨.01 *** p⟨.001

주2)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화 계수를 의미함

나. 기본 구조 모형 분석

1) 직접효과 분석

구조 모형을 바탕으로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간의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효과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기민성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β=.607, p⟨.001)가 있었으며, 기업가 자기효능감에도 유의미한 

정적 효과(β=.554, p⟨.001)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가 정

신은 종속변인인 기업가 진로의도에도 직접적인 정적 영향(β=.210, p

⟨.05)이 있었다.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기민성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

(β=.240, p⟨.001)가 있었으며, 종속변인인 기업가 진로의도에도 유의미한 

정적 영향(β=.149, p⟨.05)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기업가 기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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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가 진로의도에 직접적인 정적 효과(β=.423, p⟨.001)를 나타냈다

(<표 Ⅳ-12>).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t값

가설 2-1.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진로의도 0.507 0.210 0.236 2.148*

가설 2-2.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0.838 0.554 0.093 8.980***

가설 2-3.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0.847 0.607 0.095 8.896***

가설 2-4.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진로의도 0.238 0.149 0.099 2.410*

가설 2-5.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0.221 0.240 0.059 3.778***

가설 2-6.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0.731 0.423 0.158 4.611***

주) * p⟨.05, ** p⟨.01 *** p⟨.001

<표 Ⅳ-12> 구조 모형 직접효과 분석 결과

2) 매개효과 분석

잠재변인들의 직접효과를 바탕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

핑을 활용한 Sobel 검정 및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을 적용하였으며, 매개효

과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Ⅳ-13>과 같다. 

가설 3-1과 관련하여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의 관계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β=0.083, p<0.05로 기업가 자기효

능감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트스트래핑 신뢰구

간은 [0.042 ~ 0.390]이었다. 

다음으로 가설 3-2와 관련하여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의 관계에

서 기업가 기민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β=0.256, p<0.001로 기업가 

기민성이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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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었다.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은 [0.352 ~ 0.937]이었다. 

가설 3-3인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기민성의 관계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β=0.133, p<0.01이었으며 부트스트래핑 신뢰

구간은 [0.103 ~ 0.309]로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3-4와 관련된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진로의도의 관계에서 

기업가 기민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β=0.101, p<0.01이었으며 부트

스트래핑 신뢰구간은 [0.072 ~ 0.280]으로 기업가 기민성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설 3-5와 관련하여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의 관계

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의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β

=0.056, p<0.05이었으며,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은 [0.058 ~ 0.247]로 기

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기업가 진로의도로 이어

지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z값

95%

신뢰구간

가설 3-1.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진로의도
0.199 0.083 0.090 2.208

* [0.042 ~ 

0.390]

가설 3-2.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0.185 0.133 0.055 3.365

** [0.103 ~ 

0.309]

가설 3-3.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0.619 0.256 0.148 4.188

*** [0.352 ~ 

0.937]

가설 3-4.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0.162 0.101 0.054 3.021

** [0.072 ~ 

0.280]

가설 3-5.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0.507 0.056 0.236 2.148
* [0.058 ~ 

0.247]

주) * p⟨.05, ** p⟨.01 *** p⟨.001

<표 Ⅳ-13> Sobel 검정 및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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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절 구조 모형 분석 결과

가. 외부 진로장벽 요인 조절 구조 모형 분석

1) 외부 진로장벽 요인 조절 구조 모형 적합도 분석

외부 진로장벽 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요인을 투입하되, 상호작용항은 투입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

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Ⅳ-14>와 같다. 모형의 절대 적합지수인 

카이제곱 값은 103.886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절대 적합지수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의미하지만, 상대 적합지수인 RMSEA 0.081, SRMR 

0.042, CFI 0.953, TLI 0.925로 나타나 모두 적합한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조절변인을 투입한 구조 모형의 적합도가 확보되었기 때

문에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 투입 모형에 경제적 어려움과 기업가 기민성을 곱한 상호작용항

과 가족/지인 반대와 기업가 기민성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모형 적

합도를 분석하였다. 조절변인을 투입한 모형에 비해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

형의 우도비와 자유모수의 변화가 카이제곱 유의수준보다 높을 때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모형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조절변인만을 

투입한 모형의 경우 우도비가 –4109.05였고, 자유모수(free parameters)는 

37이었으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의 우도비는 –4102.46, 자유모수 39

였다.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자유모수는 2만큼 증가하였으며, 카이제곱 값

의 변화량은 13.18만큼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유모수가 2이며, 유의

수준이 0.05일 때 유의한 카이제곱 값이 5.99임을 고려하면, 상호작용항을 

투입함으로써 조절변인만을 투입한 모형보다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

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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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절변인 투입모형 상호작용항 투입모형

우도비 -4109.05 -4102.46

자유모수 37 39

카이제곱 값 변화량 -2[(-4109.05)-(-4102.46)] = 13.18

모형개선 기준치(자유모수=2) 5.99

<표 Ⅳ-14> 외부 진로장벽 요인 조절 구조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2) 외부 진로장벽 요인 조절 구조 모형 분석

외부 진로장벽인 경제적 어려움과 기업가 기민성의 상호작용항과 가족/지

인 반대와 기업가 기민성의 상호작용항을 동시에 투입한 조절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5>와 같고, 변인 간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진로의도(=0.601, p<0.01), 기업가 

자기효능감(=0.844, p<0.001), 기업가 기민성(=0.885, p<0.0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나타냈으며,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진로의도

(=0.291, p<0.001), 기업가 기민성(=0.202, p<0.0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기업가 기민성 또한 기업가 진로의도(=1.379, p<0.001)

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경제적 어려움의 경우 기업가 진로의도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으며, 기업가 기민성과의 상호작용항도 기업가 진로의도에 유의미

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지인 반대 변인은 기업가 진로의

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0.342, p<0.001), 기업가 

기민성과의 상호작용항도 기업가 진로의도에 유의미한 영향(=-0.195, 

p<0.05)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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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t값

연구

가설

가설 2-1.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진로의도 0.601 0.248 0.222 2.707**

가설 2-2.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0.844 0.558 0.093 9.037***

가설 2-3.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0.885 0.634 0.093 9.493***

가설 2-4.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진로의도 0.291 0.182 0.083 3.511***

가설 2-5.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0.202 0.219 0.057 3.561***

가설 2-6.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1.379 0.794 0.304 4.533***

조절

변인

경제적 어려움 → 기업가 진로의도 -0.027 -0.025 0.046 -0.590

가족/지인 반대 → 기업가 진로의도 -0.342 -0.311 0.049 -7.017***

상호

작용

기업가 기민성 × 경제적 어려움 → 

기업가 진로의도
-0.136 -0.077 0.086 -1.579

기업가 기민성 × 가족/지인 반대 → 

기업가 진로의도 
-0.195 -0.110 0.080 -2.445*

주) * p⟨.05, ** p⟨.01 *** p⟨.001

<표 Ⅳ-15> 외부 진로장벽 요인 조절 구조 모형 직접효과 분석 결과

조절모형의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6>과 같고,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거쳐 기업가 진로의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

(=0.246, p<0.01)와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거쳐 기업가 

기민성으로 연결되는 간접효과(=0.170, p<0.01)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을 통해 기업가 진로의

도로 연결되는 간접효과의 경우 외부 진로장벽의 평균 값(표준편차 0)을 기

준으로 유의미한 조건부 간접효과가 존재하였으며(B=1.220, p<0.001), 기

업가 자기효능감에서 기업가 기민성을 거쳐 기업가 진로의도로 이어지는 조

건부 간접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0.278, p<0.01). 마지막으

로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을 통해 기업가 진로

의도로 연결되는 간접효과의 경우에도 유의미한 조건부 간접효과가 존재하였

다(B=0.235, p<0.01). 그러나 조건부 간접효과의 경우 조절변인으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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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적 어려움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진로장벽

의 경제적 어려움을 제외하고 가족/지인 반대 변인만을 투입한 수정 모형에 

대해 조절효과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3) 외부 진로장벽 요인 부분 투입 조절 구조 모형 적합도 분석

외부 진로장벽 중 경제적 어려움 변인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

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족/지인 반대 변인만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조절

모형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Ⅳ-17>과 같다. 

먼저 가족/지인 반대 변인과 기업가 기민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모형의 절대 적합지수인 카이제곱 값은 

96.239(df=22, p<0.001)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절대 적합지수

를 확보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대 적합지수인 RMSEA 0.091, 

SRMR 0.045, CFI 0.953, TLI 0.924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이처럼 조절변인을 투입한 구조 모형의 적합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다음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t값

가설 3-1.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진로의도
0.246 0.079 3.123**

가설 3-2.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0.170 0.053 3.236**

가설 3-3.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조건부 간접효과)
1.220 0.292 4.173***

가설 3-4.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조건부 간접효과)
0.278 0.090 3.082**

가설 3-5.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조건부 간접효과)

0.235 0.080 2.948**

주1) * p⟨.05, ** p⟨.01 *** p⟨.001

주2) 조건부 간접효과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의 평균 값(표준편차 0)에서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제시함.

<표 Ⅳ-16> 외부 진로장벽 요인 조절 구조 모형 간접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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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변인 투입 모형에 가족/지인 반대와 기업가 기민성을 곱한 상호작용항

을 투입하여 모형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조절변인만을 투입한 모형의 경우 

우도비가 –3550.82였으며, 자유모수(free parameters)는 32였으나 상호작

용항을 투입한 모형의 우도비는 –3546.53, 자유모수 33이었다. 두 모형에서 

자유모수는 1만큼 증가하였으며, 카이제곱 값의 변화량은 8.60만큼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유모수가 1이며, 유의수준이 0.05일 때 유의한 카이제

곱 값이 3.84임을 고려해 보면, 상호작용항을 투입함으로써 조절변인만을 투

입한 모형보다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구분 조절변인 투입모형 상호작용항 투입모형

우도비 -3550.82 -3546.53

자유모수 32 33

카이제곱 값 변화량 -2[(-3550.82)-(-3546.53)] = 8.60

모형개선 기준치(자유모수=1) 3.84

<표 Ⅳ-17> 외부 진로장벽 가족/지인 반대 요인 조절 구조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4) 외부 진로장벽 요인 부분 투입 조절 구조 모형 분석

외부 진로장벽인 가족/지인 반대와 기업가 기민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조절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8>과 같다. 변인 간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진로의도(=0.251, 

p<0.01), 기업가 자기효능감(=0.558, p<0.001), 기업가 기민성(=0.632, 

p<0.0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진

로의도(=0.176, p<0.001), 기업가 기민성(=0.221, p<0.001)에 유의미

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기업가 기민성 또한 기업가 진로의도(=0.610, 

p<0.001)에 직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가족/지인 반대 변인은 기업가 진로의도에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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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0.315, p<0.001), 기업가 기민성과의 상

호작용항도 기업가 진로의도에 유의미한 영향(=-0.128, p<0.01)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t값

연구

가설

가설 2-1.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진로의도 0.609 0.251 0.223 2.729**

가설 2-2.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0.845 0.558 0.093 9.051***

가설 2-3.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0.882 0.632 0.094 9.423***

가설 2-4.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진로의도 0.282 0.176 0.083 3.391**

가설 2-5.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0.204 0.221 0.056 3.611***

가설 2-6.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1.061 0.610 0.256 4.142***

조절

변인
가족/지인 반대 → 기업가 진로의도 -0.348 -0.315 0.046 -7.501***

상호

작용

기업가 기민성 × 가족/지인 반대 → 

기업가 진로의도 
-0.228 -0.128 0.076 -3.015**

주) * p⟨.05, ** p⟨.01 *** p⟨.001

<표 Ⅳ-18> 외부 진로장벽 가족/지인 반대 요인 조절 구조 모형 직접효과 분석 결과

조절모형의 간접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Ⅳ-19>와 같다.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거쳐 기업가 진로의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

(=0.238, p<0.01)와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거쳐 기업가 

기민성으로 연결되는 간접효과(=0.172, p<0.01)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기민성, 기업가 진로의도로 이어지는 간접효

과의 경우 가족/지인 반대 변인의 평균 값(표준편차 0)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조건부 간접효과가 존재하였으며(=0.936, p<0.001), 기업가 자기효능감에

서 기업가 기민성을 거쳐 기업가 진로의도로 이어지는 조건부 간접효과도 유

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0.216, p<0.01).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을 통해 기업가 진로의도로 연결되는 간접

효과의 경우에도 유의미한 조건부 간접효과가 존재하였다(B=0.18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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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건부 간접효과의 경우 조절변인의 표준편차의 변화에 따라 효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지인 반대 변인의 ±2 표준편차를 기준

으로 조건부 간접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족/지인 반대 조절변인이 구조 모형의 간접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가족/지인 반대 변인의 표준편차 ±2를 기준으로 조건부 효과를 분

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20>과 같다. 먼저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자기

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에서 가족/

지인 반대가 표준편차 1만큼 증가할 경우 비표준화 조절된 매개계수는 –0.039

로 가족/지인 반대가 증가할수록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실제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표준편차에

서 0.254였으나 2×표준편차에서 0.111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 모형에서 조절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 기업가 기민성에서 기업가 

진로의도인 만큼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기업가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t값

가설 3-1.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진로의도
0.238 0.079 3.020**

가설 3-2.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0.172 0.053 3.278**

가설 3-3.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조건부 간접효과)
0.936 0.242 3.872***

가설 3-4.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조건부 간접효과)
0.216 0.075 2.887**

가설 3-5.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조건부 간접효과)

0.183 0.066 2.752**

주1) * p⟨.05, ** p⟨.01 *** p⟨.001

주2) 조건부 간접효과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의 평균 값(표준편차 0)에서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제시함.

<표 Ⅳ-19> 외부 진로장벽 가족/지인 반대 요인 조절 구조 모형 간접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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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의도를 거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 간접효과에도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해당 경로에서 가족/지인 반대 조절변인의 조건부 효과를 살펴보

면, 비표준화 조절된 매개계수가 –0.201로 가족/지인 반대가 증가할수록 기

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를 감

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의 변화를 살펴

보면 –2×표준편차에서 1.302였으나 2×표준편차에서 0.570으로 감소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진로의도로 연결되는 직접 및 간접효

과를 합한 총효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족/지인 반대 조절변인이 –2×표준

편차에서 2.404, 2×표준편차에서 1.529로 가족/지인 반대가 증가할수록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진로의도에 미치는 총효과 또한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15 -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t값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2×표준편차(SD) 0.254 0.094 2.706**

–1×표준편차(SD) 0.218 0.080 2.734**

0×표준편차(SD) 0.183 0.066 2.752**

1×표준편차(SD) 0.147 0.054 2.736**

2×표준편차(SD) 0.111 0.043 2.606**

조절된 매개지수 -0.039 0.017 -2.367*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2×표준편차(SD) 1.302 0.352 3.696***

–1×표준편차(SD) 1.119 0.295 3.789***

0×표준편차(SD) 0.936 0.242 3.872***

1×표준편차(SD) 0.753 0.194 3.875***

2×표준편차(SD) 0.570 0.159 3.592***

조절된 매개지수 -0.201 0.070 -2.887**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진로의도 총효과

–2×표준편차(SD) 2.404 0.398 6.044***

–1×표준편차(SD) 2.186 0.331 6.611***

0×표준편차(SD) 1.967 0.267 7.376***

1×표준편차(SD) 1.748 0.209 8.366***

2×표준편차(SD) 1.529 0.164 9.311***

주) * p⟨.05, ** p⟨.01 *** p⟨.001

<표 Ⅳ-20> 외부 진로장벽 가족/지인 반대 요인 조건부 효과

나. 내부 진로장벽 요인 조절 구조 모형 분석

1) 내부 진로장벽 요인 조절 구조 모형 적합도 분석

내부 진로장벽 요인인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 요인의 조절효

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조절변인으로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 

요인을 투입하고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Ⅳ-21>과 같다. 모형의 절대 적합지수인 카이제곱 

값은 114.261(df=28, p<0.001)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절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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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지수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의미하지만, 상대 적합지수인 RMSEA 0.087, 

SRMR 0.048, CFI 0.953, TLI 0.925로 모두 적합한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절변인을 투입한 구조 모형의 적합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조

절효과 모형에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변인 투입 모형에 진로정보 부족과 기업가 기민성을 곱한 상호작용항

과 지식/기술/경험 부족과 기업가 기민성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모

형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조절변인을 투입한 모형에 비해 상호작용항을 투입

한 모형의 우도비와 자유모수의 변화가 카이제곱 유의수준보다 높을 때 상호

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조절변인

만을 투입한 모형의 경우 우도비가 –4031.54였으며, 자유모수(free parameters)

는 37이었으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의 우도비는 –4026.16, 자유모수는

39였다. 두 모형에서 자유모수는 2만큼 증가하였으며, 카이제곱 값의 변화량

은 10.77만큼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유모수가 2이며, 유의수준이 

0.05일 때 유의한 카이제곱 값이 5.99임을 고려해 보면, 상호작용항을 투입

함으로써 조절변인만을 투입한 모형보다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구분 조절변인 투입모형 상호작용항 투입모형

우도비 -4031.54 -4026.16

자유모수 37 39

카이제곱 값 변화량 -2[(-4031.54)-(-4026.16)] = 10.77

모형개선 기준치(자유모수=2) 5.99

<표 Ⅳ-21> 내부 진로장벽 요인 조절 구조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2) 내부 진로장벽 요인 조절 구조 모형 분석

내부 진로장벽인 진로정보 부족과 기업가 기민성의 상호작용항, 지식/기술/

경험 부족과 기업가 기민성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투입한 조절모형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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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다음의 <표 Ⅳ-22>와 같고, 변인 간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진로의도(=0.210, p<0.05), 기업가 자

기효능감(=0.573, p<0.001), 기업가 기민성(=0.680, p<0.001)에 유의

미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진로의도(=0.167, 

p<0.01), 기업가 기민성(=0.183, p<0.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기업가 기민성 또한 기업가 진로의도(=0.610, p<0.001)에 직접효과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진로정보 부족(=-0.303, p<0.001)과 지식/기술/경

험 부족(=-0.314, p<0.001) 모두 기업가 진로의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t값

연구

가설

가설 2-1.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진로의도 0.499 0.210 0.212 2.354*

가설 2-2.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0.879 0.573 0.097 9.087***

가설 2-3.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0.964 0.680 0.103 9.399***

가설 2-4.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진로의도 0.258 0.167 0.080 3.235**

가설 2-5.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0.169 0.183 0.057 2.991**

가설 2-6.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1.021 0.610 0.246 4.145***

조절

변인

진로정보 부족 → 기업가 진로의도 -0.332 -0.303 0.041 -8.010***

지식/기술/경험 부족 → 기업가 진로의도 -0.300 -0.314 0.040 -7.582***

상호

작용

기업가 기민성 × 진로정보 부족 → 

기업가 진로의도 
-0.131 -0.074 0.060 -2.177*

기업가 기민성 × 지식/기술/경험 부족 → 

기업가 진로의도 
-0.139 -0.090 0.066 -2.092*

주) * p⟨.05, ** p⟨.01 *** p⟨.001

<표 Ⅳ-22> 내부 진로장벽 요인 조절 구조 모형 직접효과 분석 결과



- 118 -

조절모형의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23>과 같다.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거쳐 기업가 진로의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

(=0.227, p<0.01)와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거쳐 기업가 

기민성으로 연결되는 간접효과(=0.149, p<0.01)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기민성을 통해 기업가 진로의도로 연결되는 

간접효과의 경우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 변인의 평균 값(표준편차 0)

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조건부 간접효과가 존재하였으며(=0.985, p<0.001), 

기업가 자기효능감에서 기업가 기민성, 기업가 진로의도로 이어지는 조건부 

간접효과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0.173, p<0.01).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을 통해 기업가 진로의도

로 연결되는 간접효과의 경우에도 유의미한 조건부 간접효과가 존재하였다

(=0.152, p<0.01). 그러나 다중가산 조절효과를 투입한 경우 다른 조절변

인의 표준편차의 변화에 따라 효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 변인의 ±2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조건부 간접

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t값

가설 3-1.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진로의도
0.227 0.079 2.879**

가설 3-2.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0.149 0.053 2.823**

가설 3-3.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조건부 간접효과)
0.985 0.257 3.830***

가설 3-4.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조건부 간접효과)
0.173 0.065 2.658**

가설 3-5.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조건부 간접효과)

0.152 0.059 2.565*

주1) * p⟨.05, ** p⟨.01 *** p⟨.001

주2) 조건부 간접효과는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의 평균 값(표준편차 0)에서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제시함.

<표 Ⅳ-23> 내부 진로장벽 요인 조절 구조 모형 간접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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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정보 부족 조절변인이 구조 모형의 간접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지식/기술/경험 부족 조절변인의 계수 값을 표준편차 0으로 고정했

을 때 진로정보 부족 변인의 표준편차 ±2에 해당되는 비표준화 계수의 변

화를 확인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Ⅳ-24>와 같다. 

분석 결과 지식/기술/경험 부족 변인의 계수 값을 고정했을 때 진로정보 

부족 변인이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수록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

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95% 유의수준에

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정보 부족에 따른 간접효과의 계수 

변화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로 연결되는 간

접효과에서는 지식/기술/경험 부족 변인을 고정시키고 진로정보 부족 변인을 

1표준편차만큼 변화시켰을 때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가 –1×표준편차에

서 1.095였으나 1×표준편차일 때 0.875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가 –0.126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

히 매개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 기

업가 진로의도의 간접효과에는 진로정보 부족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진로의도로 연결되는 직접 및 간접효

과를 합한 총효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식/기술/경험 부족 변인을 고정했을 

때 진로정보 부족 조절변인이 –1×표준편차에서 1.990, 1×표준편차에서 

1.736으로 진로정보 부족이 증가할수록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진로의도에 

미치는 총효과 또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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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t값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2×표준편차(SD) 0.186 0.074 2.515*

–1×표준편차(SD) 0.169 0.066 2.549*

0×표준편차(SD) 0.152 0.059 2.565*

1×표준편차(SD) 0.135 0.053 2.546*

2×표준편차(SD) 0.118 0.048 2.462*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
-0.019 0.011 -1.760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2×표준편차(SD) 1.206 0.319 3.775***

–1×표준편차(SD) 1.095 0.285 3.838***

0×표준편차(SD) 0.985 0.257 3.830***

1×표준편차(SD) 0.875 0.237 3.695***

2×표준편차(SD) 0.764 0.226 3.379***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
-0.126 0.059 -2.152*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진로의도 총효과

–2×표준편차(SD) 2.118 0.388 5.459***

–1×표준편차(SD) 1.990 0.350 5.689***

0×표준편차(SD) 1.863 0.318 5.859***

1×표준편차(SD) 1.736 0.294 5.898***

2×표준편차(SD) 1.608 0.281 5.727***

주1) * p⟨.05, ** p⟨.01 *** p⟨.001

<표 Ⅳ-24> 지식/기술/경험 부족의 고정값에서 진로정보 부족 요인의 조건부 효과

다음으로 지식/기술/경험 부족 조절변인이 구조 모형의 간접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진로정보 부족 조절변인의 계수 값을 표준편차 0으로 

고정했을 때 지식/기술/경험 부족 변인의 표준편차 ±2에 해당되는 비표준화 

계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Ⅳ-25>와 같다.

분석 결과 진로정보 부족 변인의 계수 값을 고정했을 때 지식/기술/경험 

부족 변인이 1표준편차 만큼 증가할수록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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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

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95% 유의수준에

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식/기술/경험 부족에 따른 간접효과의 

계수 변화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로 연결되는 간

접효과에서는 진로정보 부족 변인을 고정시키고 지식/기술/경험 부족 변인을 

1표준편차 만큼 변화시켰을 때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가 –1×표준편차에

서 1.125였으나 1×표준편차일 때 0.845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가 –0.134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매개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 기업

가 진로의도의 간접효과에는 지식/기술/경험 부족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진로의도로 연결되는 직접 및 간접효

과를 합한 총효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진로정보 부족 변인을 고정했을 때 지

식/기술/경험 부족 조절변인이 –1×표준편차에서 2.024, 1×표준편차에서 

1.702로 지식/기술/경험 부족이 증가할수록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진로의

도에 미치는 총효과 또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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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t값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2×표준편차(SD) 0.195 0.078 2.509*

–1×표준편차(SD) 0.173 0.068 2.548*

0×표준편차(SD) 0.152 0.059 2.565*

1×표준편차(SD) 0.130 0.052 2.528*

2×표준편차(SD) 0.109 0.046 2.379*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
-0.021 0.011 -1.817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2×표준편차(SD) 1.264 0.359 3.520***

–1×표준편차(SD) 1.125 0.305 3.691***

0×표준편차(SD) 0.985 0.257 3.830***

1×표준편차(SD) 0.845 0.221 3.822***

2×표준편차(SD) 0.706 0.203 3.477**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
-0.134 0.066 -2.020*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진로의도 총효과

–2×표준편차(SD) 2.185 0.434 5.038***

–1×표준편차(SD) 2.024 0.372 5.437***

0×표준편차(SD) 1.863 0.318 5.859***

1×표준편차(SD) 1.702 0.275 6.189***

2×표준편차(SD) 1.541 0.249 6.181***

주1) * p⟨.05, ** p⟨.01 *** p⟨.001

<표 Ⅳ-25> 진로정보 부족 요인의 고정값에서 지식/기술/경험 부족 요인의 조건부 효과

내부 진로장벽 변인인 진로정보 부족과 지식/기술/경험 부족 변인을 동시

에 투입했을 때 두 변인 모두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에는 유의미한 부적 조절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

의도로 연결되는 간접효과에는 유의미한 부적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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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기업가 진로와 관련된 학습이나 경험 등을 통해 형성되는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학생이 

위험감수, 혁신, 진취성으로 대표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자기효능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업 기회 확인을 

통해 기업가적 진로의도를 형성한 경우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

에 따른 진로장벽에 의해 기업가적 진로의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 성취, 대리학습 등을 통해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

는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형성 없이 단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사업 기회 

확인을 통해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했을 경우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

험 부족에 따라 기업가 진로의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5. 논의

가.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한 이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다. 가설 1의 구조 모형은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의 관계를 예측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을 채택하였다. 특히 조절변인을 투입한 외부 진로장벽 모형, 내부 진로장

벽 모형 모두 충분한 적합도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기본모형이 변인 간 관계

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2의 직접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본모형, 외부 진로장벽 모형, 내

부 진로장벽 모형 모두 변인간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존재했으며,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기민성, 기업

가 진로의도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가 기민성 

또한 기업가 진로의도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가설 3의 간접효과의 경우, 기업가 정신에서 기업가 진로의도 사이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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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민성, 기업가 자기효능감 모두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있었으며,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진로의도 사이에서 기업가 기민성의 간접효과도 유의미

하였다. 또한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의 이중매개 또한 유의미한 것

으로 확인되어 가설 3의 세부 가설들이 모두 채택되었다. 외부 진로장벽 모

형과 내부 진로장벽 모형의 경우 조절변인의 평균(표준편차 0)일 때 조건부 

간접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구결과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간접효과의 

크기는 조절효과의 1표준편차가 증가할수록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가설 4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과 기업가 기민성의 상호

작용항은 기업가 진로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으나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 변인의 상호작용항은 기업가 진로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간접효과에서 조절변인에 따

른 계수 값의 감소 수준과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건부 간접효과를 분

석한 결과 내부 진로장벽 중 가족/지인 반대 변인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기업

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의 간접

효과와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의 간접효과 모두

에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내부 진로장벽 요인인 진

로정보 부족 변인과 지식/기술/경험 부족 변인의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는 기

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로 이

어지는 간접효과에는 유의미한 부적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로 연결되는 간접효과에는 유의미

한 부적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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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과 검증

가설 1. 구조 모형 적합도

기본모형 기준 충족 채택

외부 진로장벽 모형 기준 충족 채택

내부 진로장벽 모형 기준 충족 채택

직접

효과

가설 2-1.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진로의도

기본모형 =.210* 채택

외부 진로장벽 모형 =.251** 채택

내부 진로장벽 모형 =.210* 채택

가설 2-2.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본모형 =.554*** 채택

외부 진로장벽 모형 =.558*** 채택

내부 진로장벽 모형 =.573*** 채택

가설 2-3.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기본모형 =.607*** 채택

외부 진로장벽 모형 =.632*** 채택

내부 진로장벽 모형 =.680*** 채택

가설 2-4.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진로의도

기본모형 =.149* 채택

외부 진로장벽 모형 =.176** 채택

내부 진로장벽 모형 =.167** 채택

가설 2-5.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기본모형 =.240*** 채택

외부 진로장벽 모형 =.221*** 채택

내부 진로장벽 모형 =.183** 채택

가설 2-6.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기본모형 =.423*** 채택

외부 진로장벽 모형 =.610*** 채택

내부 진로장벽 모형 =.610*** 채택

간접

효과

가설 3-1.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진로의도

기본모형 =.199* 채택

외부 진로장벽 모형 =.238** 채택

내부 진로장벽 모형 =.227** 채택

가설 3-3.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기본모형 =.185** 채택

외부 진로장벽 모형 =.172** 채택

내부 진로장벽 모형 =.149** 채택

<표 Ⅳ-26> 연구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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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과 검증

가설 3-2.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기본모형 =.619*** 채택

외부 진로장벽 모형 =.936*** 채택

내부 진로장벽 모형 =.985*** 채택

가설 3-4.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기본모형 =.162** 채택

외부 진로장벽 모형 =.216** 채택

내부 진로장벽 모형 =.173** 채택

가설 3-5.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기본모형 =.507* 채택

외부 진로장벽 모형 =.183*** 채택

내부 진로장벽 모형 =.152** 채택

조

절

효

과

상

호

작

용

항

가설 4-1. 기업가 기민성 × 경제적 어려움 → 기업가 진로의도 =-.077 기각

가설 4-2. 기업가 기민성 × 가족/지인 반대 → 기업가 진로의도 =-.128*** 채택

가설 4-3. 기업가 기민성 × 진로정보 부족 → 기업가 진로의도 =-.074* 채택

가설 4-4. 기업가 기민성 × 지식/기술/경험 부족 → 기업가 진로의도 =-.090* 채택

부

분

/ 

조

절

된 

매

개

지

수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가족/지인 반대

조절된 매개지수
=-.201** 채택

진로정보 부족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
=-.126* 채택

지식/기술/경험 부족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
=-.134* 채택

기업가 정신 →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 기업가 진로의도

가족/지인 반대

조절된 매개지수
=-.039** 채택

진로정보 부족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
=-.019 기각

지식/기술/경험 부족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
=-.021 기각

조

절

효

과

크

기

가설 5. 외부 진로장벽의 조절효과 크기가 내부 진로장벽의 

        조절효과 크기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조건 

불충족
기각

주1) 간접효과의 외부, 내부 진로장벽 모형의 비표준화 계수 값은 조절변인의 표준편차 

0일 때 수치를 표기함.

주2) 조절효과의 기업가 기민성과 경제적 어려움의 표준화 계수는 외부 진로장벽 요인을 

     모두 투입한 모형의 계수 값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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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모형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이론 및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기업가 진로의도 관련 변인으로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을 선정하고 변인 간의 구조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변인 간의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

적 관계에서 진로장벽 요인들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조절모형을 분석하였

다. 조절변인은 외부 진로장벽(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내부 진로장

벽(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의 진로

장벽에 대해 이중매개관계에서 다중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가설 1과 관련하여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기본모형과 외부 진

로장벽 투입 모형, 내부 진로장벽 투입 모형 모두 절대 적합지수인 카이제곱 

값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적합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RMSEA, SRMR, CFI, TLI 지수가 모두 적합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반적

으로 모형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특히 기본모형과 조절변인을 투입한 모형 모두 충분한 수준의 적합도를 확

보하고 있었으며, 기본 구조 모형에서 유의미했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경

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 모형이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및 기업가 진로의도의 관계를 적

절하게 설명하는 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 차이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를 ‘창업을 포함하여 경영자, 기

업가로서 경력을 희망하는 수준을 의미’로 정의하고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

의도를 측정하였다.

우선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의 평균은 2.93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

리나라 대학생들이 기업가로서 경력을 희망하는 수준이 보통 수준 보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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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가로서의 경력을 희망하는 학생

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고용정보원(2017)의 조사 결

과, ‘창업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대학생이 60% 이상이

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포함한 경영자, 기업가라는 진로에 대한 진

로의도가 아직까지는 보통 수준 이하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결과, 미국, 유럽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가 아시아권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영조, 하규수, 2017; Pruett, Shinnar, Toney, Llopis, & 

Fox, 2009).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

근에는 각 국가별 문화차이가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Shinnar, Giacomin, & Janssen, 2012). 홉스테드가 제시한 문화요인에 

따라 국가별로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를 분석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Shinnar, Giacomin & Janssen, 2012) 권력거리와 불확실성회피가 낮을수록 

기업가 진로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zaralli & Rivenburgh(2016)의

연구에서는 터키와 미국을 비교하여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터키보다 미국의 기업가 진로의도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기업가 진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가별 문화차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에서 양준환, 첨희(2015), 조영조, 

하규수(2017), 안진원, 유대현(2016) 등이 한국과 중국, 아시아 4개국 대학

생을 대상으로 기업가 진로의도를 비교하여 국가 문화의 특징이 기업가 진로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되었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국내 

대학생들이 국외 대학생에 비하여 흥미나 적성, 또는 다양한 직업가치 보다

는 보다 ‘안정적인 진로’를 선호하는 현상(연합뉴스, 2018)을 고려할 때,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러한 결과는 기업가 진로의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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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pta et al., 2009; Gupta, Turban, & Bhawe, 2008; Haus et al., 2013;

Wilson, Kickul, & Marlino, 2007)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여학생의 

진로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희석되고 있는 오늘날에도(김지근, 이기학, 

2011) 남녀 간의 진로대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학년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나이가 많을

수록 기업가, 창업가로서의 진로의도가 낮아진다는 몇몇 선행연구가 존재하

지만(Hatak, Harms & Fink, 2015) 이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기업가 진

로의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대학생의 창업을 장려하는 교육 등 진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학생

활을 통해 경험한 창업 관련 학습경험이나 진로지원 경험이 학년이 높아질수

록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전공 계열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의 평균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 계열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Kolvereid & Moen, 1997; Solesvik, 2013; 

Turker & Sonmez, 2009).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가 전공에 따라 차이

가 있음을 검증한 몇몇 국내·외 선행연구가 있지만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전공을 설정하고 특정한 전공 2개, 혹은 인문·사회 계열, 

자연·공학 계열로 구분하여 전공 차이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의 차이를 분

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공 계열

을 보다 세분화하여 인문·사회, 상경, 자연·공학, 예체능으로 구분하고 전

공별 차이를 분석하였고, 전공 계열에 따라 기업가 진로의도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예체능, 자연·공학 계열의 기업

가 진로의도가 인문·사회 계열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결

과를 확인하였다. 

기업가 진로의도가 가장 높은 전공 계열은 예체능 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는

데, 예체능 계열 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를 연구한 정재엽(2017)에 따르면,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제한된 진로대안, 취업의 불리함 등의 이유로 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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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지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기업가정신, 기업가

기민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술이나 음악 등 창작 활동을 할 때 

창의성과 혁신, 새로운 정보 간의 연합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체능 계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예체능 계열 

학생들의 표본 수의 크기가 적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연·공학 계열 학생들의 기업가 진로의도는 인문·사회 

계열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경 계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공학 계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발굴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정재엽, 2017). 

물론 모든 전공에서 모든 학생이 기업가 진로의도가 높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각 전공마다 교육 목적에 차이가 있고, 진출 진로에 있어 차이가 있

기 때문에 기업가 진로의도를 모든 전공에서 향상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인문·사회 계열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된 내적 특성이 높고, 기업가 진로의도의 수준이 높을 경우 이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기업가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학이 도울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실제로 각 대학에서 개설된 창업 관

련 교과목의 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9), 대부분

의 강의가 상경 계열 혹은 공학 계열의 전공 필수 혹은 선택 교과로 개설되

어 있었다. 대학에서 전공교과 외에 타 학과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제한되

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의 전공

필수 교과를 수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몇몇 대학에서는 창업지

원의 일환으로 전공 계열의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 

‘창업의 이해’ 교과목 등을 기초교양 과목으로 개설하여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은 이러한 전공 간의 차이를 해

소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소재지에 따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최근 한국기업가청년재단(2018)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기업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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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에서 지역에 따라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

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국기업가청년재단(2018)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

구의 결과를 해석하면, 수도권 지역의 거주자가 비수도권 지역의 거주자에 

비해 기업가 정신과 창업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수도권 지역 대

학 재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가 비수도권 지역 대학의 재학생의 기업가 진로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한국기업가청년재단(2018)의 연구에서

는 지역의 창업에 대한 제도 지원과 문화가 이러한 차이를 발생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제도 지원과 문화에 따라

서도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 소재지에 따른 차이에 대한 결과의 해석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7년 고등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에 따르면 수도권 대

학의 취업률(67.5%)이 비수도권 대학 취업률(65.4%)에 비해서 2.1%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안수영(2008)의 연구에서는 지방대학의 대학생이 

수도권 대학의 대학생들보다 진로개발 활동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음을 보고

하기도 하였고,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대학 소재지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성희진, 나승일, 2012; 이병식, 공희정, 김혜림, 

2013).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대학소재지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의 

차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정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창업강의 수강 횟수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창업강의 참여가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Barba & Atienza, 2018; 

Nowiński et al., 2019; Passaro, Quinto & Thomas, 2018). 그런데 이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된 표본의 약 31%만이 창업 교과를 수강했다고 응답

하여, 창업강의를 수강한 학생의 비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물론 창업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교과목을 모든 학생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기업가 정신’교육은 개인의 창의성, 혁

신성 등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결과가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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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김용호, 김종근; 2016), 기업가 정신 교육은 진로개발역량과 관

련해서도 기업가 정신 교육이 진로인식과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고(김용호, 

김종근; 2016), 대학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과 정적인 영향관계에 있으며(문경목, 양영석, 김명숙, 2013, 기술창업

교육이 이공계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정경희, 성창수, 2016)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기업가로서의 경력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기업가 정신 

교육 등을 통해 창의성, 혁신성, 진로개발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대학

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창업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강의를 제공

하고 수강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 동아리 참여여부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창업 동아리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영석, 김명숙, 2015; 

유연호, 양동우, 2008). 그러나 이미 기업가 진로의도가 높은 학생들이 창업 

동아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창업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다 정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라. 기업가 정신의 영향에 대한 논의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진로의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정적 영향, 기업가 기민성을 매개로 한 간

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에 기

업가 정신이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였다

(이영선 외, 1999; Flum, 2001; Larson & Wilson, 1998; Whiston & Keller, 2004). 

또한 이것은 기업가 정신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

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자 개인의 특정한 능력이 

그 능력과 관련된 진로선택에 대한 의도를 강화한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Prabhu, McGuire, Drost, & Kwongk, 2012; Zhao, Seibert & Hill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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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기업가 정신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미치는 직접적

인 영향력은 기본 모형(=.210*), 외부 진로장벽 모형(=.251**) 내부 진

로장벽 모형(=.210*) 세 개의 모형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가 정신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관한 가설 2-1이 채택되

었다. 기업가 정신이 기업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기본 

모형(=.554***), 외부 진로장벽 모형(=.558***), 내부 진로장벽 모형

(=.573***)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도 채택되었다. 

가설 2-3의 기업가 정신이 기업가 기민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기

본모형(=.607***), 외부 진로장벽 모형(=.632***), 내부 진로장벽 모형

(=.680***) 모두 유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설 2-3도 채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각각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기업가 정신은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서 성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 기업가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어떤 사람이 기업가가 되는 것인가’를 

바탕으로 기업가로서의 특질을 예측하려 했던 것이 현재에도 유효함을 보여

준다(Stanworth, Stanworth, Granger, & Blyth, 1989). 그러나 이 연구에

서는 기업가 정신의 간접효과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업

가로서의 개인의 특질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형성하는 과정에서 매개 변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

의도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변인이 중요한 효과를 갖는지 후속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매개변인을 탐색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기업가 정신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 이 연구에서 기업가 정신

은 기업가 기민성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가 

기민성의 선행요인으로서 기업가 정신이 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Ho, Uy, Kang, & Chan, 2018).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기민성의 관계는 개인의 특질이 특정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한다(Ho, Uy, Kang, & Chan, 2018; Markman & Baron, 2003).

선행연구에서 성격과 적성 혹은 성격과 능력, 두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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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된다(Zhao, Seibert & Hills, 2005). 

첫째, 성격이 적성 혹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개인의 특질이 적성이나 능력에 우선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반대로 적성 

혹은 능력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은 개인의 능력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성격이 변화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 번째 입장

을 지지하는 결과이지만,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해 어떤 가설이 진로의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내적 특성 요소 간 관계에 대한 예측력이 높은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Mitchell, Levin & Krumboltz(1999)가 계획된 우연이론에서 제시한 계

획된 우연 기술은 기업가 정신의 하위 요소인 혁신, 진취성, 위험감수와 상통

하는 부분이 있다. 불확실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진취적으

로 혁신하려는 기업가 정신을 갖춘 개인은 계획된 우연이론에서 설명하는 계

획된 우연기술을 발휘하여 끊임없는 탐색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활

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이와 같은 

탐색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진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계획된 우연이론은 

진로개발을 위해 개인이 불확실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기업가 정신은 계획된 우연기술로서 진취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해나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기업가 정신이 개인의 진로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대수, 윤정현, 

이동식, 2017; 백민정, 박민서, 권경아, 2017). 기업가 정신은 개인의 

특질이지만 동시에 교육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를 

통해 실증되어 왔으므로(김대수, 윤정현, 이동식, 2017; 백민정, 박민서, 

권경아, 2017). 대학 내 기업가 정신 교육을 확산하는 등 개인의 기업가 

정신의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강경균 외, 2017; 공혜원, 김효선, 

2018; 김미란, 엄우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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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영향에 대한 논의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진로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즉 대학생의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기업가 진로의도가 높아진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바탕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주장해왔던 특정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Naktiyok, Karabey & Gulluce, 2010; Pihie & Akmaliah, 

2009; Zhao, Seibert & Hills, 2005). 대학생의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기민성과도 직접적인 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기업가 기민성을 강화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며

(Zhao, Seibert & Hills, 2005),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개인의 능력이 발

휘될 수 있다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종합하면 

대학생의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진로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바탕을 형성된 기업가 기민성은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기본 모형(=.149*), 외부 진로장벽 모형(=.176**) 내

부 진로장벽 모형(=.167**) 세 개의 모형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관한 가설 2-4

는 채택되었다.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기업가 기민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력은 기본 모형(=.240***), 외부 진로장벽 모형(=.221***), 내부 진로장

벽 모형(=.183**)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4도 채택되

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기민성 각각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 사이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본모형(=.199*), 외부 진로장벽 

모형(=.238**), 내부 진로장벽 모형(=.227**)에서 모두 유의한 매개효

과를 보여, 가설 3-1이 채택되었다. 가설 3-3에서 설정한 기업가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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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기민성 사이에서도 기본모형(=.185**), 외부 진로장벽 모형(=.172**), 

내부 진로장벽 모형(=.149**)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3-3도 채택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적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 간접효과를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Bandura(1997)에 따르면 개인의 능력에 대한 지각은 사회적·개인적 경

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개인이 태어나서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형성되며, 자기효능감은 성취경험

(enactive mastery),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val 

persuasion), 정서적 흥분(emotional arousal)의 4가지 중요한 근원으로부

터 형성된 다는 것이다.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취경험은 개인

이 과거에 이룬 과업 성공에 대한 경험을 뜻한다. 과거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반적 기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 경험에 기초하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정보원이다. 과거의 성취 또

는 실패의 경험은 계속 기억되면서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게 되는

데, 반복적인 성취경험은 효능감을 높이고 반복적인 실패 경험은 효능감을 

낮춘다. 그러나 반복적 성취경험으로 인하여 자기효능감이 강하게 발달된다

면, 가끔의 실패경험은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지

는 않는다. 따라서 계속적인 성취를 경험하는 것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

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구지은, 2012). 

둘째,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 즉 대리경험을 통해서

도 자기효능감이 형성되는데, 이는 성취경험 다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정보

원이 된다. 즉, 대리 경험은 다른 사람의 성공 또는 실패의 경험을 관찰함으

로써 자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안생(2005)은 성공경험

이 부족한 경우에는 성공을 이룬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자신도 관찰 

대상자처럼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그로 

인한 개인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언어적 제안, 권고, 격려 등의 언어적 설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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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언어적 설득은 과업 수행자에게 일을 성

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지녔다고 말하여 주는 것으로, 적절한 때 쉽게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다. 긍정적인 설득이 제공될 

때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는 효능감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언어적 설득은 확실한 경험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성공경험보

다 자기효능감을 갖게 하는데 있어서 그 효과가 약하다. 또한 언어적 설득에 

의해 갖게 된 자기효능감은 불일치 경험에 의해 쉽게 소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득자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넷째,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억압적 상황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러한 정서적 반응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사람

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성공을 기대하고, 정서 상태에 따라 자신

의 능력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생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으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지만, 흥분상태에 있으면 자신감을 갖지 못하

며 상황에 대한 대처 또한 미흡하게 된다. Bandura(1977)는 이상의 4가지 

근원 중 어느 하나가 독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근원들이 작용하여 개

인이 획득한 자기효능감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또한 어느 정도의 

노력을 지속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준거가 된다. 

기업가 기민성에 대한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면 다음과 같다. 최근 기업가 기민성과 기업가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기

업가로서 주어진 역할이나 과업을 잘 수행할 것이라 믿는 신념의 강도, 자신

감을 의미하는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진로와 관련된 특정 능력으로서 

기업가 기민성이 서로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는지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Ghasemi & Rowshan, 2016; Indrawati, Salim & Djawahir, 2015).

기업가 기민성의 하위요인으로서 탐색, 평가는 기업가로서 지녀야 할 역량 

중의 일부로서, 기회를 탐색하고 인식하고 평가하는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

다. 그런데 기업가 기민성과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서로 

다른 인과 관계를 보고하고 있어(Aviram, 2010; Ghasemi & Rowsha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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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에서 변인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기업가로서의 수행을 위한 능

력을 촉진하여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수

립하였다. 이는 Bandura(1977)가 제시한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개인이 형성

한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설명에 기반 한 것이

다. 선행연구에서도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기업가 기민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Ghasemi & Rowshan, 2016; Indrawati, 

Salim & Djawahir, 2015),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따르면 

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능력을 더 발휘하고, 수행성과가 높아진다. 즉,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기업가 기민성이라는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

아지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 이러한 가설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선행연

구에서의 서로 다른 결과는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 간에 인과관계

에 차이를 낳는 상황, 환경, 일반적 특성 등의 요인을 분석하여 변인 간의 관

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을 보다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 밝힌다면,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 관한 이론 모형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바. 기업가 기민성의 영향에 대한 논의

대학생의 기업가 기민성은 기업가 진로의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가 기민성이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하는 데 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Gozukara & Colakoglu, 2016; Hu & Ye, 

2017; Lim, Lee & Ramasamy, 2014; Obschonka, Hakkarainen, Lonka, & 

Salmela, 2017, Samo & Hashim, 2016). 기업가 기민성은 최근 기업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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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로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기업가로서 성공을 예측하

는 변수로서 주목받고 있다(Gozukara & Colakoglu, 2016). 따라서 기업가 

기민성은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기업가 기민성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력은 기본 모형(=.423***), 외부 진로장벽 모형(=.610***) 내부 

진로장벽 모형(=.610***) 세 개의 모형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기

업가 기민성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관한 가설 2-6이 채택

되었다.

다음으로 기업가 기민성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

로의도 사이에서 기업가 기민성은 기본모형(=.619***), 외부 진로장벽 모형

(=.936***), 내부 진로장벽 모형(=.985***)에서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

를 보여, 가설 3-2가 채택되었다. 가설 3-4에서 설정한 기업가 자기효능감

과 기업가 진로의도 사이에서서도 기업가 기민성은 기본모형(=.162**), 외

부 진로장벽 모형(=.216**), 내부 진로장벽 모형(=.173**)에서 유의미

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4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 사이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

성은 기본모형(=.507*), 외부 진로장벽 모형(=.183***), 내부 진로장벽 

모형(=.152**)의 이중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5도 채

택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업가 기민성은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

조적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 간접효과를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 진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 기민성의 직접적

인 영향력이 기업가 자기효능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 기민성

은 기회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능력으로, 이와 같은 기업가 기민성은 기업가

로서의 성공에 중요한 역량으로 보고되어 왔다(Gozukara, Colakoglu, 2016).

그런데 초기에 기업가 진로의도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나 성향에

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고(Hu, Ye, 2017). 개인의 흥미나 적성에까지 이르

지는 못하였다. 최근에는 기업가 진로의도를 진로선택의 관점에서 개인의 흥

미가 기업가 진로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Gozu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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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koglu, 2016; Hu, Ye, 2017; Lim, Lee & Ramasamy, 2014; Obschonka, 

Hakkarainen, Lonka, & Salmela, 2017, Samo, Hashim, 2016).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관점에서 기업가 진로의도는 기업가 진로에 대한 

학습경험과 이를 통해 형성된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중요한 선행변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Lent, 2002). 종합하면 즉,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이 기업가 진로에 대한 학습경험을 거쳐 형성된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기업가 진로에 대한 흥미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가 진로

의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흥미가 적성과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능력이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특정 진로와 관련된 능력

을 바탕으로 개인은 해당 진로의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사회정보이론은 이러

한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다음으로 사회학습이론에서 설명하는 계획된 우연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

가 기민성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정보 간에 연결고리를 찾

아 의미를 창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라는 점에

서,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기민성 간에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연구

의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가정을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Lim, Lee & Ramasamy, 2014; Obschonka, 

Hakkarainen, Lonka, & Salmela, 2017). 따라서 기업가 기민성은 대학생의 기

업가 진로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될 필

요가 있다.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하는 데는 새롭게 기회를 탐색하고 새로운 정보 간에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평가하여 수익 기회를 발견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Lim, Lee & Ramasamy, 

2014). 동시에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향상시켜 학생들이 실제로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Obschonka, Hakkarainen, 

Lonka, & Salmela, 2017) 기업가 진로개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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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로장벽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

식/기술/경험 부족의 영향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기업가라는 진로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이 진로장벽으로서 대학

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장벽을 진로이론에 근거하여 진로장벽의 관점에서 설명하지 못하

고 있다는 점과 둘째, 진로장벽을 측정할 때, 하나의 개념으로 구인하여 검증

함으로써, 제한적인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진로장벽 요인을 하나의 잠재변수로 

취급하지 않고, 개별 진로장벽 요인별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하나의 잠

재변수로 진로장벽을 구인하여 진로장벽의 조절효과를 분석할 경우, 진로장

벽의 조절효과에 대한 논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조 모형에 대한 검증과 조절효과 크

기를 따로 분석하는 방법은 구조 모형에서 조절효과가 갖는 원 의미를 제대

로 설명하지 못한다(이형권, 2018). 조절변인을 제외한 모형의 적합도가 조

절변인을 투입한 모형의 적합도를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절변

인을 투입한 모형의 적합도를 확보한 후, 조절 효과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이형권, 2018).

이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 각각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둘째, 조절변인을 포함한 연

구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적합한지 확

인한 후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외부 진로장벽 요인인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두 개를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모형과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 두 개를 조절변인으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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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합도가 확보된 모형에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은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고(=-.077), 가족/지인 반대

(=-.128***), 진로정보 부족(=-.074*), 지식/기술/경험 부족(=-.090*)

은 이 연구에서 설정한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기민성 및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가설 4-1은 기각되었고, 가설 4-2, 4-3, 4-4는 채택되었

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부분/조절된 매개지수를 살펴보면,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기업가 진로의도에서 가족/지인 반대(=-.201**),

진로정보 부족(=-.126*), 지식/기술/경험 부족(=-.134*)의 부분 조절

된 매개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 기업가 기민성→ 기업가 진로의도에서 가족/지인 반대(=-.039**)의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로정보 부족(=-.019),

지식/기술/경험 부족(=-.021)의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부 진로장벽의 조절효과 크기가 내부 진로장

벽의 조절효과 크기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설정했던 가설 5는 외부 

진로장벽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가설이 기각됨에 따라 조건을 불충족

하여 기각되었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선택모델에서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목표와 선택에 

영향을 주는 맥락요인(contextual factors)중의 하나이다. 사회인지 진로이

론에서 제안하는 맥락요인, 특히 진로장벽의 영향은, 진로장벽이 진로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심리내적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에 대한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진로장벽이 개인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Lent et al., 2000). 근접 맥락요인(개인이 진로선택을 할 때 진로선택의 

지지요인과 방해요인)은 개인의 진로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는데 맥락

요인이 영향을 주는 과정은 다음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Lent et al., 2000).

첫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구조는 사람들이 자신의 흥미를 바탕으로 진

로목표를 정하거나 진로목표에 따른 활동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지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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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으로써 흥미와 직업목표, 진로목표와 수행과의 관계를 중재한다. 둘째, 특

정한 환경적 조건은 진로선택과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문화에서 자녀의 진로선택에 직접 개입하는 부모의 영향과 같은 것

이다. 이 과정에서 맥락적 요인은 진로목표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

내적 변인들인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의 진로목표에 대한 영향의 정도

를 변화 시킨다(Lent et al., 2000). 

이 연구에서 설정하였던 진로장벽의 조절효과 가설 검증 결과, 경제적 어

려움은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의 조

절효과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의 조절효과에 비해 클 것이라

고 수립하였던 가설은 조건을 불충족하여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특정 진로와 관련된 내적 특성이 해당 진로에 대한 의도를 형성하게 되는 과

정에서 외부 장벽이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에는 배치되는 

결과이다(Lent et al., 2002). 개별 진로장벽 요인이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의 외부 

진로장벽이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의 요인보다 진로장벽으로서 

영향력이 높다고 보고한 국외 선행연구와 달리(Creed, Wong & Hood, 2009),

국내에서는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 요인이 조절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외부, 내부 진로장벽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우리

나라 대학생들이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외부 진로장벽 보다 

내부 진로장벽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로장벽 요인별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의 영향

력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은 기업가 기민성과 기업가 진로의도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

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

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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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회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을 의미하는 기업가 기민성이 높다는 것

은 기업가로서 도전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기업가 

진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한국기업가청년재단, 

2018) 사업 기회를 포착한 개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기업가 진로의도 형

성과정에서 유의미한 부적 조절효과를 내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은 이미 형성된 기업가 진로의도를 바탕으로 개인이 

실제 기업가로서 창업을 시작하거나 준비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

는 장벽으로 볼 수 있다(Finnerty & Krzystofik, 1985). 따라서 기업가 진

로에 대한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는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는 행동을 하고 있

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과 유의미한 부적 상호작용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기업가 진로의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경제적 어려움이 기업가 진로의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변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경제적 어려움은 교육을 통해 직접적으로 해결하

기는 어렵다(Sitaridis, & Kitsios, 2018).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종 경제 지

원제도를 통해 개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Sitaridis, & Kitsios, 2018). 그러나 기업가 진로개발은 정책효과성 측면

에서 하나의 지원방안에 치우치기보다,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원되어야 하므

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하나의 지원정책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보다 대학생

의 기업가 진로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기업가 자기효능감 중 일부 문항은 기업가로서 

자금의 조달과 관리를 측정하고 있으나, 외부 진로장벽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은 기업가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할 능력이 높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가

정의 경제적 상황 등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력으로서, 기업가 자기

효능감과는 차이가 있다. 아무리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높고 수익 기회를 포

착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당장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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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주위의 압박감으로 인해 기업가 진로의도가 저해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Sitaridis & Kitsios, 2018).

2) 가족/지인 반대

가족/지인 반대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정신, 기업

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이 집단주의 문화로 인해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는 유기은(2016), 조아라(2017)

의 주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국가의 대학생은 집단주

의 문화가 낮은 국가의 대학생에 비해 진로결정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Leal-Muniz & Constantine(2005) 주장도 이 연구의 결

과를 뒷받침한다.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부모나 지인의 부정적 시

선, 반대, 지지 부족 등이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 연

구에서 조절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구조 모형을 설정하

고 이러한 관계에서 가족/지인 반대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을 바탕으

로 기업가 진로의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족/지인 반대가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혁신, 진취, 위험감수로 구성되는 기업가 정

신이 높은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가족의 반대의 진로장벽으로서 효과

가 있었다는 사실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에

서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지닌 학생일수록 부모의 영향력을 덜 받는

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대조적으로(김현정, 이상민, 최보영, 2011), 외부 

진로장벽, 즉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의 반대, 주위의 반대는 진로의도 형성과

정에서 기업가 진로의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특히 외부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부모나 가족/지인의 반대는 단순한 제도 

지원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진로장벽 요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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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ghn & Neupert, 2003). 진로의도 형성이라는 비슷한 맥락에서 귀농귀

촌인이 지각하는 귀농귀촌 장벽에 관한 연구(정진철 외, 2017)에서는 경제

적 어려움, 가족의 반대 등이 지식/기술/경험 부족이나 귀농귀촌 정보에 대한 

부족보다 더 큰 장벽 요인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교육과정에 가족과 지인을 

설득하거나 갈등을 해소하고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을 귀농귀촌 교육과

정 내에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정진철 외, 2017). 그런데 현재 대

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 관련 교과목이나 진로 교과목을 살펴보면, 교육 

과정 내에 특히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는 방안이 부족함을 알 수 

있고(대학알리미, 2019), 따라서 향후 기업가 진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

서 외부 진로장벽으로서 부모/지인의 반대를 극복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3) 진로정보 부족

국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2017)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입

시 위주 교육, 안정적 직업 선호, 실패 두려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창업과 기업가 진로에 대한 진로정보 부족이 자리 잡

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내부 진로장벽으로서 진로정보 부족은 기업가라는 

진로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개인의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진로정보 부족은 기업가 진로의

도,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기업가 기민성의 개념은 개인이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고, 연합하여 새로운 

수익 기회를 포착하고 평가하는 능력으로, 기업가 기민성이 높은 개인은 정보

검색에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Tang et al., 2012). 그럼에도 진

로정보 부족이 조절효과가 있다고 나타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이 기업가 진로정보를 열심히 탐색하려고 시도했지만 기업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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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로정보가 별로 존재하지 않아서 개인이 이러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창업을 포함한 기업가, 경영가로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진로정보와 기업가, 경영가가 하는 일에 대한 진로정보 등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진로에 비해 특히 창업을 하거나 경영가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이러한 진로로 나아가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로개발을 해나가야 하는지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적절한지는 추후 다양한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이 기업가 기민성이 높은 개인이 반드시 모든 분야의 정보를 열

심히 탐색하고 연합하여 기회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수익이나 사업기회에 대한 정보는 열심히 탐색하지만 개인의 진로

와 관련된 정보는 탐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아직까지 선행연구

에서 기업가 기민성과 진로탐색행동 혹은 기업가 기민성과 진로정보 획득수

준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 다만 계획된 우연이론에 따

르면 기업가 정신이 높은 개인은 진로정보의 탐색에 있어서도 열정적이고 이

로 인해 다양한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Krieshok, Black & McKay, 2009).

기업가 기민성은 이러한 과정에서의 한 국면으로서 기업가 기민성이 높은 

개인이 진로정보를 더 많이 획득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정보가 조절효과가 있었다

는 사실은 기업가 기민성이 높은 개인이 반드시 진로정보 또한 많이 획득하

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기업가 기민성이 높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기업가라는 진로에 대한 진로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통해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또한 제한된 해석이므로 추후 여러 실증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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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기술/경험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은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기업가 기민성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를 해석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Gozukara & Colakoglu, 2016; Hu & Ye, 2017; Lim, Lee & Ramasamy, 

2014; Obschonka, Hakkarainen, Lonka, & Salmela, 2017, Samo & Hashim, 

2016). 

내부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지식/기술/경험 부족은 기업가로서 전문 경영

지식, 전문 경영기술 등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경영 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영이나 창업과 관련된 경험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

에서 설정한 지식/기술/경험 부족은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에

서 측정한 사업기회의 포착이라는 제한된 의미의 능력 보다는 보다‘전문

성’이 강조된 개념으로, 기업가로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이 부

족하다는 인식이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민성이 높은 개인이라 할지라

도 기업가로서 자신의 전문성, 즉 전문적인 경영 지식/기술에 대해서는 부

족하다고 인지할 수 있으며, 이것이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부적인 

조절효과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들은 전문경영인

으로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경영인으로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기술/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Obschonka, Hakkarainen, 

Lonka, & Salmela, 2017). 그러므로 기업가 진로의도 촉진을 위해서는 기

업가 진로와 관련된 내적 특성을 지닌 개인이 기업가로서의 진로개발을 해내

갈 수 있도록 경영이나 창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 및 경험을 제공하여 이들이 기업가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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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최근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전문적인 지식/기술 향상을 위해 실시한 

창업교육 또는 창업과 관련된 경험 제공이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Fayolle, 2005; Piperopoulos, Dimov, 2015; Sanchez, 2013; Zhang, Duysters & 

Cloodt, 2014). 또한 우연학습 이론은 사회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이론은 환경적 영향이 관찰 학습을 통한 개인의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 한다(Krumboltz et al(1976)). 사람들은 유아기부터 평생 동안 역할 

모델이라고 하는 타인을 관찰하여 학습하게 된다. Krumboltz et al(1976)

은 진로 선택과 선택에 대한 역할 모델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 심리학 

분야에 사회학습 이론의 원리를 적용시켰는데, 높은 성과를 내는 역할 모델

이 관찰된 경우 관련 직업 분야를 선호하고 선택하는 경향이 더 증가한다. 

반대로, 낮은 수행자(즉, 비효율적인 수행자)로 인식되는 역할 모델이 관찰

되었거나 또는 역할 모델 자체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진로를 선택할 

확률이 낮아진다(Palmer & Cochran, 1988; Schulenberg et al., 1984; Werts, 1968).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업가로서의 진로개발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기업가로서의 역할 모델

을 통해 사회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지식/기술/경험 부족

이라는 진로장벽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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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

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고,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의 조절

효과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수준을 확인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둘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 간의 구조 모형을 검증한다. 

셋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넷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

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의 관계에서 기업가 자

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다섯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

에서 외부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및 내부 진로

장벽 요인으로서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

련된 진로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사회인지 진로이론과 계획된 우

연이론을 기저이론으로 하여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

성 구조 모형을 설정하고, 변인 간의 관계에 관한 다음의 직접효과 및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외부 진로장벽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

대를, 내부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기업

가 진로의도,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 모형 

적합도는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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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로의도,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 간에는 직접

적인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정

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관계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넷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외부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및 내부 진로장벽 요인

으로서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4년제 대학교의 재적생으로, 층화표집, 군집표집, 

비율표집을 활용하여, 총 7개 대학, 490명의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조사 도구는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

민성,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진로장벽 요인별 측정 도구

는 연구자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수정·보완하였고, 이외의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국외 도구를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기업가 진로의도 측

정 도구 6문항, 기업가 정신은 총 18문항으로 혁신(6문항), 진취성(6문항), 

위험감수(6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가 자기효능

감은 총 6문항이다. 기업가 기민성은 총 15문항으로 탐색(6문항), 연합(4문

항), 평가(5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장벽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4문항, 

가족/지인 반대 4문항, 진로정보 부족 4문항, 지식/기술/경험 부족 4문항이었다. 

자료 수집은 2019년 5월 중에 우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447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1.22%), 이상

치를 제거한 44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유효응답률 99.55%).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t검정, F검정을 수행하였다. Mplus 8.3을 이용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조절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

계적 유의성은 .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의 가설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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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정한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간의 구조 모형은 적합도는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변

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RMSEA 0.083, CFI 0.969, 

TLI 0.947, SRMR 0.025).        

둘째, 기업가 정신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정적 영향력은 

기본 모형(=.210*), 외부 진로장벽 모형(=.251**) 내부 진로장벽 모형

(=.210*) 세 개의 모형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가 정신이 기

업가 진로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관한 가설 2-1이 채택되었다. 기업가 

정신이 기업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기본 모형(=.554***), 

외부 진로장벽 모형(=.558***), 내부 진로장벽 모형(=.573***)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도 채택되었다. 가설 2-3의 기업가 

정신이 기업가 기민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기본모형(=.607***), 

외부 진로장벽 모형(=.632***), 내부 진로장벽 모형(=.680***) 모두 

유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설 2-3도 채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

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각각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정적 영향력은 

기본 모형(=.149*), 외부 진로장벽 모형(=.176**) 내부 진로장벽 모형

(=.167**) 세 개의 모형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가 자기효능

감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관한 가설 2-4는 채택되었다.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기업가 기민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기본 모형

(=.240***), 외부 진로장벽 모형(=.221***), 내부 진로장벽 모형(=.183**)

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4도 채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기업가 진로의도, 기업가 기민성 각각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기업가 기민성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정적 영향력은 기본 

모형(=.423***), 외부 진로장벽 모형(=.610***) 내부 진로장벽 모형(=.610***)

세 개의 모형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가 기민성이 기업가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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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관한 가설 2-6이 채택되었다.

셋째,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

로의도 사이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본모형(=.199*), 외부 진로장벽 

모형(=.238**), 내부 진로장벽 모형(=.227**)에서 모두 유의한 매개효

과를 보여, 가설 3-1이 채택되었다. 가설 3-3에서 설정한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기민성 사이에서도 기본모형(=.185**), 외부 진로장벽 모형(=.172**),

내부 진로장벽 모형(=.149**)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3-3도 채택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적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 간접효과를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기업가 기민성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

의도 사이에서 기업가 기민성은 기본모형(=.619***), 외부 진로장벽 모형

(=.936***), 내부 진로장벽 모형(=.985***)에서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

를 보여, 가설 3-2가 채택되었다. 가설 3-4에서 설정한 기업가 자기효능감

과 기업가 진로의도 사이에서서도 기업가 기민성은 기본모형(=.162**), 외

부 진로장벽 모형(=.216**), 내부 진로장벽 모형(=.173**)에서 유의미

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4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 사이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

성은 기본모형(=.507*), 외부 진로장벽 모형(=.183***), 내부 진로장벽 

모형(=.152**)의 이중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5도 채

택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업가 기민성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

조적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 간접효과를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넷째, 적합도가 확보된 모형에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어

려움은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고(=-.077), 가족/지인 

반대(=-.128***), 진로정보 부족(=-.074*), 지식/기술/경험 부족(=-.090*)

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기민성 및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가설 4-1은 기각되었고, 가설 4-2, 4-3, 4-4는 채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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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부분/조절된 매개지수를 살펴보면, 기업가 

정신 → 기업가 기민성→ 기업가 진로의도에서 가족/지인 반대(=-.201**), 

진로정보 부족(=-.126*), 지식/기술/경험 부족(=-.134*)의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기업가 진로의도에서 가족/지인 반대(=-.039**)의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로정보 부족(=-.019), 

지식/기술/경험 부족(=-.021)의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부 진로장벽의 조절효과 크기가 내부 진로장

벽의 조절효과 크기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설정했던 가설 5는 외부 

진로장벽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가설이 기각됨에 따라 조건을 불충족

하여 기각되었다.

2. 결론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장벽 요인별 조절효과를 검증하였

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기업가 진로의도에 모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준다.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기민성, 기업

가 진로의도에 모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준다. 기업가 기민성은 기업

가 진로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준다.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

의도 사이에서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는 변인이다. 그리

고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

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장벽 외부 요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은 조절효

과가 없는 반면, 가족/지인 반대는 부적인 조절효과가 있다. 내부 진로장벽요

인으로서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은 부적인 조절효과가 있다. 

연구문제 및 가설별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대

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는 성별, 학년, 전공 계열, 대학 소재지, 창업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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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횟수, 창업동아리 참여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 중 성별, 학년, 

전공 계열, 대학 소재지, 창업강의 수강횟수, 창업동아리 참여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가 여학생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예체능 계열과 자연·공학 계열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가 인문·사회 계열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보다 유의미하게 높

았다.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가 비수도권 지역의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강의 수강횟수에 따른 기업가 진로

의도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창업강의 수강횟수가 높을수록 기업가 

진로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동아리 참여여부에 따라서도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창업동아리 참여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

도가 참여경험이 없는 대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기업가 진로의도가 일반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기업가 진로개발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

가 기민성은 기업가 진로의도를 타당하게 예측하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 분석에 적합하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

성, 기업가 진로의도를 예측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예측변수로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개인의 내적 특성인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 사이에서 기업

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은 이중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는데,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기민성의 촉진함으로써 기업가 진로의도 

개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특정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바

탕으로 해당 진로에 대한 흥미를 형성하게 되며, 계획된 우연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계획된 우연기술을 발휘하여 진로개발 과정에서 진로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가 기민성은 기업가 진로의도의 형성과정에서 

기업가 진로의도를 촉진하는 변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기업가 기민성은 개인의 능력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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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 이론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능력을 더 발휘하여 높은 수행성

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가 진로의도가 형

성되는 과정에서 기업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 진로의도 사이에서 기업가 기

민성은 매개변인으로서 중요성이 높으며, 그동안 간과되었던 기업가 기민성

에 대한 학술적,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진로장벽으로서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이 부적인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

를 통해 진로장벽 요인이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

정에서 이러한 진로장벽 요인을 극복하거나 대처하는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은 독립변인으로서 기업가 진로의도에는 부적

영향력이 있었으나 다른 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정부의 기업가 진로개발 지원이 주로 경제적인 지원

에 있다는 점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다섯째, 조건부 조절효과 분석 결과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낮을 경우 기업

가 진로의도 형성 과정에서 진로장벽 요인의 부적인 조절효과를 느낄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 과정에서 부정

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 진로교육 현장에서 적절한 진로지도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로장벽은 그동안 하위요인별 효과크기에 대한 논의 보다는 여러 하위요

인을 구인화한 하나의 개념으로서 그 효과크기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진로장벽 요인별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설정한 조절변인인 가족/지인 

반대, 지식/기술/경험 부족, 진로정보 부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가 진로와 관련된 내적 특성을 지닌 대학생이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진로장벽요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가 진로의도 개발을 위해서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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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 요인을 교육 또는 제도를 통해 제거하거나 진

로장벽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요

구된다.

3. 제언

이 연구는 사회인지 진로이론과 계획된 우연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기

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을 선정하여 구조 모형을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모형에서 진로장벽 요인별로 조

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토대로 실천적, 학문적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 결과의 실천을 위한 제언

이 연구의 결과의 실천을 위한 제언을 대학 진로교육 현장과 대학생의 기

업가 진로의도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 진로교육 현장

첫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대학 진로교육 현장에서의 기업

가 진로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는 성

별, 전공 계열, 대학 소재지, 창업강의 수강횟수, 창업동아리 참여여부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미가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기업가 진로의도 개발을 위한 진로교육 현장에서 이와 같

은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진로개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촉진을 위한 학습 경험 제공이 필요하다.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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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기업가 자기효능감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진로의도 사이에 매개변인으로서 간접효과를 지

님을 확인하였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의 원천은 학습경

험이다(Bandura, 2010). 그리고 계획된 우연이론과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근간이 되는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이러한 학습경험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

고 있다(Bandura, 2010). 이 연구의 결과와 이론을 종합하여 기업가 자기

효능감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자기효능감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가 정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Naktiyok, Karabey & Gulluce, 2010; Pihie & Akmaliah, 2009; 

Zhao, Seibert & Hills, 2005).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촉진을 위해서는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세 가지 학습경험이 대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부모 혹은 롤모

델을 통해 개인은 대리학습을 하게 된다.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에 자녀의 기

업가 진로의도가 높다는 수많은 실증연구 결과는 대리학습의 효과가 진로의

도 형성에 중요한 변인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기업가가 아닌 

경우에도 부모 이외의 롤모델을 통해 개인은 대리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

(Mitchell et al., 1999). 그런데 롤모델은 학습 대상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므로,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는 기업가 등은 직접적인 대리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있어 최근에는 

‘멘토’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Fayolle, 2005). 학습 대상자에게 직접적

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가라는 

진로에 있어서 멘토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ayolle, 2005). 

대학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모델을 제공하고, 그 방안의 일환으로 직접적인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

하게 도움으로써, 멘토를 통해 대리 학습한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자기효능

감을 바탕으로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Fayolle, 

2005; Piperopoulos & Dimov, 2015; Sanchez, 2013; Zhang, Duy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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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odt, 2014). 이상의 내용은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조절효과가 있었던 

지식/기술/경험 부족과도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대학생의 기업가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가로서 전문적인 경영분야의 지식/기술/경험

과 관련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기업가 기민성을 지닌 개인이 자신의 기업가 기민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가 진로와 관련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

업가 기민성은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고 정보를 연합하여 새로운 기회를 발견

하고 수익기회를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Lim, Lee & Ramasamy, 

2014; Obschonka, Hakkarainen, Lonka, & Salmela, 2017). 이러한 기업

가 기민성은 계획된 우연이론에서 볼 때,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있어서 뿐

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성이 높다

(Gozukara & Colakoglu, 2016). 이 연구에서 기업가 기민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가 진로의도의 선행요인으로서 기업가 

기민성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 과정에서 기업가로서 

개인이 지닌 능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

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기민성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업가 

기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업가 진로와 관련된 교육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김도현, 정선영, 이우진, 2018; 박선영, 

2015; Henry, Hill & Leitch, 2005; Oosterbeek, Praag , Ijsselstein, 2010),

기업가 기민성 촉진을 위한 기업가 진로체험 교육을 대학생에게 제공한다면 

기업가 기민성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 개발

첫째,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기업가 진로를 지원하는 정책 수립

이 필요하다. 먼저, 여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가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과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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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이다(Gupta et al., 2009; Gupta, Turban & Bhawe, 2008; 

Haus et al., 2013; Wilson, Kickul & Marlino, 2007). 선행연구에서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것은 ‘성별’에 따른 

차이였는데, 전통적으로 기업가는 남성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여

성은 기업가라는 진로를 희망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기업가 

진로에 대한 장벽을 더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Gupta et 

al., 2009; Gupta, Turban, & Bhawe, 2008; Haus et al., 2013; Wilson, 

Kickul, & Marlino, 2007). 이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전히 기업가라는 진로가 남학생에게 기업가 

진로의도 차이에 있어 남녀 대학생의 의도형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이 연구에서 명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여학

생의 기업가 진로의도가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

녀공학에서 뿐 아니라 여대에서 기업가 진로의도를 촉진하기 위한 진로지원

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41개 

대학 중에 여대는 서울권에 단 한 곳 뿐이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

로 여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가 낮을 것으로 예견되어 왔기 때문에 여대는 

창업선도대학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거나 혹은 선정과정에서 여대라는 이유로 

선정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반적 특성이 정부에 

의해 실행되는 기업가 진로지원 정책의 수혜를 방해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각 전공 계열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가 진로에 대한 진로지원 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 특성 중 전공 계열에 따른 대학생의 기업가 진

로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기

업가 진로의도에 관한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전공에 따라 기업가 진로의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Kolvereid, Moen, 1997; 

Solesvik, 2013; Turker, Sonmez, 2009).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

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전공 계열에 따라 기업가 진로의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각 전공별 설립목적이나 교육목표에 비추어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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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문제점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각 전공별로 학문의 지향성이나 주로 진

출하는 진로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문·사회 계열과 예체

능 계열의 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가 높은 경우에 어떻게 기업가 진로에 대

한 진로지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한편, 취업률과 관련

하여, 전통적으로 인문·사회 계열과 예체능 계열은 상경 계열과 자연·공학 

계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한국고용

정보원, 2018). 이러한 현실 가운데 창업, 창직, 자기고용으로서의 기업가 

진로의도는 해당 전공 계열의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진로를 개척해나

갈 수 있는 하나의 진로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문·사회 계열과 예체

능 계열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활용한 창업, 창직, 자기고용으로 자신의 진

로를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기업가 진로의도를 높여준다면 취업이 잘 되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며, 부족한 일자리를 두고 취업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현

재의 고용난을 해소하는 데 새로운 진로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정재엽, 2017). 실제로 문화예술 분야의 학생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로대안으로서 창업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진로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정재엽, 2017). 이 연구에서는 자연·공학 계

열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자연·

공학 계열의 경우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기가 다른 전공에 비해 용이하다는 점

에서 기업가 진로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Duval-Couetil, 

Reed-Rhoads, & Haghighi, 2012).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여, 각 전공 계열

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가 진로에 대한 진로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 소재지에 따라 기업가 진로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기업가 진로개발에 있어서의 격차를 줄

일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대학 소재지에 따른 기업가 진로개발 지

원이 수도권 대학 재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가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의 기업

가 진로의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지역에 따라 기업가 진로

의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한국기업가청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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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그리고 이러한 지역별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해당 지역에서 제

공하는 창업 관련 지원제도나 창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분위기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한국기업가청년재단, 2018). 이를 대학에 적용해보면, 대학에

서 제공하는 창업 관련 지원 제도나 대학의 분위기 등이 대학생의 기업가 진

로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이병식, 공희정, 김혜림, 2013). 이러

한 관점에서 보면,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된 창업 지원제도의 제공이나 창업에 대한 대학 내 분위기가 기업가 진

로의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지원에 있어 대학 소재지를 고려하여, 비수도권 

재학생이 소외받지 않도록 대학의 소재지를 고려하여 기업가 진로에 대한 진

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가 정신을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기업가 정신은 기

업가 진로의도의 선행요인으로서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업가 정신은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여러 선행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이영선 외, 1999; Flum, 2001; Fouad et al., 

2016; Larson, Wilson, 1998; Whiston, Keller, 2004). 기업가 정신의 촉

진은 기업가 진로의도 향상을 위해서 중요하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여러 학과에서 NCS 모듈의 필수 이수 교육과정으로 

기업가 정신을 제시하고 있다. OECD(2018)에서도 개인이 평생에 걸쳐 향

상시켜야 할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로 기업가 정신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EU)에서는 초등부터 고등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강화할 것임을 밝히고,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대학에서는 기업가 

정신 교육이 특정 학과에만 개설되어 있거나 선택 교과로 개설되어 있는 경

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대학알리미, 2018) ‘혁신, 위험감수, 진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가 정신

이 기업가 진로의도에 중요한 선행변인이라는 점과 세계적으로 국내·외 교

육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4년제 대학

에서도 기업가 정신 교육을 확산하는 등의 기업가 정신 촉진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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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진로의도 외에도 개인의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선행 

변인으로도 보고되고 있으며(김대수, 윤정현, 이동식, 2017), 기업가 정신 

교육 참여 전, 후의 차이검정을 실시하여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 교육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후에 기업가 진로의도, 진로개발역량

의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대수, 윤정현, 이동식, 2017; 

백민정, 박민서, 권경아, 2017). 즉, 기업가 정신은 교육을 통해 강화할 수 

있고, 기업가 정신의 강화는 개인의 다른 영역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기업가 정신 교육을 대학 전반으로 확대하여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 교육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 하는 것이 필요하다(Piperopoulos & Dimov, 2015).

셋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을 완

화하고, 진로장벽 극복을 돕는 기업가 진로개발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지인 반대, 지식/기술/경험 부족, 진로정보 부족이 조절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기업가 자기효능감이나 

기업가 기민성이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내적 특성이라고 할지라도, 전문적인 

경영 지식/기술/경험 부족에 대한 인식이 이것이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

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업가 내적 특성을 

지닌 개인이 기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경영, 창업 관

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생이 예비 기업가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기회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업가라는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

업가 진로에 대한 정보가 보다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워크넷

과 커리어넷 등 국가 진로정보포털 사이트에서 기업가 진로를 검색하면 제한

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창업과 관련해서는 진

로정보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아 창업가를 하나의 진로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창업이 점점 중요한 하나의 진로대안으로 강조되

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기업가 진로정보 미비는 기업가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의 진로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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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정보 제공이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진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대학생들이 기업가라는 진로에 대해 의도를 형성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로장벽 중에서도 외부 진로장벽은 내부 진로장벽에 비하여 교육이나 제

도 지원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외부 진로장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공윤정, 

2005).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진로장

벽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진로지도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

고하고 있다(공윤정, 2005). 선행연구에서는 귀농귀촌 진로의도를 지닌 개

인이 가족/지인과의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교

육을 통해 해소하고자, 귀농귀촌 교육과정에 가족/지인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귀농귀촌을 위해 필요한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에 관한 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제시한 바 있다(정진철 외, 2017). 따라서 

기업가 진로와 관련된 교육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포함하여 제공한다면 대학

생들이 외부 진로장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내적 특성을 기반으로 기업가 진로

의도를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종단연구가 필요

하다. 이 연구에서는 동일 시점에 대학생 개인이 인식하는 기업가 정신, 기업

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을 기준으로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

정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진로의도란 시간을 거쳐 어떠한 경험을 통해 변화

할 수 있다. 진로 선택이론에서는 개인의 성격, 흥미, 적성 등의 특성이 진로

를 선택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진로발

달이론이나 최근의 사회인지 진로이론, 계획된 우연이론, 진로 구성주의 이

론 등 최신의 진로이론에서는 개인의 진로의도는 환경과 맥락에 따라 변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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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설명하며, 특히 진로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진로에 대한 의미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구성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서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은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

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므로(공혜원, 김효선, 2018; 김태

경, 2019; 양준환, 2014; Fayolle, 2005; Peterman, Kennedy, 2003; 

Oosterbeek, Praag & Ijsselstein, 2010), 개인의 기업가로서의 내적 특성

의 변화에 따라 기업가 진로의도가 변화되는지 종단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어떠한 이론이 기업가 진로의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 기업가 진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의 내적 특

성과 진로장벽 요인과 더불어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대학의 기업가 진로와 

관련된 문화, 제도 지원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 진로에 대한 개인의 내적 특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

업가 진로의도를 형성하게 되는지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인식하는 

외부, 내부 진로장벽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

서 대학생이 학습하고 교류하는 공간인 대학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

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대학 소재지, 대학 전공 

계열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업

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대학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은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환경요인으로서 대학의 영향력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 지역 등 다양한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대학

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에 미치는 직접, 간접효과 혹은 조절효과를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 변인 사이에서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진로장벽 요인을 추가로 탐색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기업가 진로의도를 저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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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하여 기업가 진로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앞서 제시한 대학 혹은 지역이라는 환경요인과 개인의 기

업가 내적 특성 사이에서 진로장벽 요인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거나, 

진로장벽 요인의 조절효과 크기를 대학의 진로지원이 조절하는 조절된 조절

효과 등을 검증하는 것은 진로장벽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

법에 관한 연구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업가 진로의도와 관련된 교육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창업 강의 참여 횟수, 창업 동아

리 참여 여부에 따른 기업가 진로의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 

강의 참여 횟수와 창업 동아리 참여 여부에 따라 기업가 진로의도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창업 강의와 창업 

동아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

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창업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김도현, 정선영, 이우진, 2018; 박선영, 2015; Henry, Hill & 

Leitch, 2005; Praag, Ijsselstein, 2010), 기업가 정신의 강화는 개인의 다른 

영역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선왕, 조대우, 성을현, 2017; 안장훈, 

김선근, 2017; 정대용, 임진혁, 채연희, 2017; Martin, McNally & Kay, 2013)

후속 연구에서는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창업이나 경영 교육 및 창업 

동아리 활동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회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경험이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집단별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의 구조 모형이나 변인 간 영향력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면,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개발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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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진로장벽 요인 측정을 위한 문항 수정 과정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과정에서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로장벽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

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의 과정을 거쳐 기존의 진로장벽 측정 도구 및 하위요인을 고찰하고(<표 부록 1-1> 

참조), 이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 측정을 위한 문항을 수집하였다(<표 부록 1-2> 참조). 진로장

벽 측정 도구와 문항을 고찰한 결과,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김은영(2001)

의 Korean College Students’Career Inventory(KCBI)의 측정 도구가 이 연구에

서 측정하고자 하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과 관련된 하위요

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학생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는 점(손은령, 2016)을 고려하여 해당 진로장벽 요인(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

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을 측정하는 다른 도구의 문항과 비교·대조

를 통한 문항의 종합 과정을 거쳐 진로장벽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을 측정하기 위한 각 요인별로 도출하고, 해당 문

항을 기업가 진로맥락에 맞게 수정하였다(<표 부록 1-2> 참조). 



- 200 -

구분 손은령(2001) 김은영(2001)
탁진국, 

이기학(2003)

Lent et al. 

(2001)

Swanson & 

Tokar(1995)

조사

대상

여자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도

구 

구

성

명

칭

Career 

Barriers 

Inventory

(CBI)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Inventory

(KCBI) 

Career 

Decision 

Barriers

(CDB)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Career 

Barriers 

Inventory-Re

vised

(CBI-R)

문

항 

수

57 45 24 21 (총 36) 70

구

성

• 7개 요인

- 차별

- 직장생활

필요 

개인특성

부족

- 다중역할

로 인한 

갈등

- 노동시장 

관습적 

제약

- 기대보다 

낮은 취업 

전망

- 여성취업 

고정관념

- 미결정 

및 직업 

준비부족

• 9개 요인

- 대인관계 

어려움

- 자기명확성 

부족

- 경제적 어려움

-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 직업정보 

부족

- 나이 문제

- 신체적 

열등감

- 흥미 부족

- 미래 불안

• 6개 요인

- 외적장애

(경제제약, 

부모반대, 

지인반대,

학벌/연령

제약)

- 부정적 

사회인식

- 우유부단한 

성격

- 직업정보 

부족

- 자기명확성 

부족

- 필요성 

인식 부족

• 4개 요인

- 가족과 

지인의 

영향

- 경제적 

제약

- 교육상의 

어려움

- 성별·인종

차별

• 13개 요인

- 성차별

- 자신감부족

- 다중역할 

갈등

- 자녀와 진로

요구사항 

간의 갈등

- 인종차별

- 준비 부족

- 의미 있는 

타인 불인정

- 의사결정

어려움

- 진로 불만족

- 비전통적 

진로선택

에 대한 

지지 부족

- 장애·건강 

염려

- 노동시장의 

제약

- 네트워킹 

및 사회화 

어려움

범

위

1-5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표 부록 1-1> 진로장벽 측정 도구 종합 



- 201 -

구분 손은령(2001) 김은영(2001)
탁진국, 

이기학(2003)

Lent et al. 

(2001)

Swanson & 

Tokar(1995)

신

뢰

도

.95 .92 .87 .90 .75

특징

• 여자 

대학생만 

사용가능

하여 

광범위한 

활용을 

할 수 

없다는

한계

•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13개 

대학교에서 

대규모 

표집

•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사회적 

인식 부족 

요인이 

드러난 점이 

특징적

•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지지·장벽 

요인을 

제시 

• 외부 진로  

장벽만 

측정할 수 

있다는 

한계

• 다원 분류 

방식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경험적 

자료를 

통해

진로장벽 

요인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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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

제

적 

어

려

움

1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 목표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김은영

(2001)

2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문이다.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희망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3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를 희망할 수 

없다.

4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돈을 빨리 벌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가라는 진로를 추구할 수 

없다.

5

나는 진로선택에 있어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선택에 

있어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탁진국, 

이기학

(2003)
6

집안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추구하기 어렵다.

나는 집안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기업가라는 진로를 추구하기 

어렵다.

7

feel that the demands of 

pursuing such a field would get 

in the way of family 

responsibilities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를 

추구하는 것이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책임에 방해가 

된다고 느낀다.

Lent 

et al. 

(2001)

8

Experience financial strain, 

especially if this career path 

required additional training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추가 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제약이 있다.

9

Have too little money to afford 

things (like computer software 

or tutoring) that you might 

need to do well in your 

coursework

-

10

Feel that your 

educational/career options are 

limited by financial concerns

나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기업가라는 진로를 추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11

Feel pressure from your family 

to get out of college and 

begin making money

나는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학을 

그만두고 돈을 벌어오라는 

압박감을 느낀다.

<표 부록 1-2> 기존 진로장벽 측정 도구에서 제시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 관련 측정 문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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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

족 

/

지

인  

반

대

1
나의 진로는 부모님의 반대나 

간접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부모님이나 지인의 반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김은영

(2001)

2

나는 부모님이나 집안의 기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

나는 부모님이나 집안의 기대 때문에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지 못한다.

3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직업으로 결정

하기 어렵다.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희망한다 할지라도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다.

4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진로에 동의하지 않는

다면 진로를 결정하기 어렵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기업가

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다.

5

나는 부모님이나 이성친구가 나의 

진로선택을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

이다.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면 

부모님이나 이성친구가 나의 진로

선택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된다.

6
내가 바라는 직업을 부모님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

기업가라는 진로를 부모님이 반대

하시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 탁진국,

이기학

(2003)
7

내가 바라는 직업을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기업가라는 진로를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8

내 직업 선택을 주변 

사람들(부모, 친구, 친지 등)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나의 주변사람들(부모, 친구, 

친지 등)은 기업가라는 진로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손은령

(2001)

9
내 직업선택을 애인이나 

배우자가 지지해주지 않는다.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나의 이성 친구 

또는 배우자가 지지해주지 

않는다.

10 Disapproval by others
나의 친구들은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반대한다. Swan-

son 

&

Tokar

(1995)
11

Feel a lack of support from 

professors or your advisor

나는 교수님이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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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eel pressure from parents or 

other important people to 

change your major to some 

other field

-

Lent 

et al. 

(2001)
13

Receive negative comments or 

discourageent about our major 

from family members

-

14

Receive negative comments or 

discouragement about your major 

from friends

-

③

진

로

정

보  

부

족

1
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김은영

(2001)

2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나는 기업가와 관련된 진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3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 어렵다.

나는 기업가가 되는데 필요한 

창업교육이나 경영교육 정보를 

얻기 어렵다.

4

나는 여러 직업분야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나는 기업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5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내가 기업가로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6
내 전공에 적합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7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나는 기업가와 관련된 진로정보를 

얻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탁진국,

이기학

(2003)

8
내가 바라는 직업의 장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의 

장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9

내가 바라는 직업이 있으나 

어떻게 해야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해야 기업가라는 

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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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떤 직업이 전망이나 보수가 

좋고 사회의 수요가 많은지 

모르겠다.

-

11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

12
어떻게 취직해야할지 방법을 

모른다.

나는 어떻게 기업가가 되어야 

할지 방법을 모른다.
손은령

(2001)
13

직업의 종류와 그 전망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

14 lack information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Swan-

son 

&

Tokar

(1995)

⑤ 

지

식 

/

기

술  

부

족

1
나는 나의 진로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나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Giaco-

min 

et al. 

(2011)

2
나는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서 요구

되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에서 요구

되는 전문적인 경영지식이 부족

하다.

3
나는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서 요구

되는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다.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에서 요구

되는 전문적인 경영기술이 부족

하다.

4
나는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5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예: 의사소통, 지도력, 의사결정 등)

이 부족하다.

나는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전문

적인 경영기술이 부족하다.

손은령

(2001)
6

직장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격증이 없다.

나는 기업가가 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이 없다.

7
내가 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훈련

이나 실제적 경험이 부족하다.

나는 기업가가 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이나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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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예: 의사소통, 지도력, 의사결정 등)

이 부족하다.

나는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경영 기술이 부족하다.

Swan-

son 

&

Tokar

(1995)

9
내가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교육적 

배경이 부족하다.

나는 기업가가 되는 데 필요한 창업

이나 경영과 관련된 교육적 배경이 

부족하다.

10
내가 원하는 직업에 요구되는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하다.

나는 기업가가 되는 데 요구되는 

창업이나 경영과 관련된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하다.

11
내 분야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

사항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사항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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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각 요인별 문항 수정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어려움은 

기업가 진로의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요인이 기업가 진로의도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진로장벽을 측정하는 문항은 김은영(2001), 탁진국, 이기학(2003), Lent et al.(2001)의 

도구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진로장벽과 관련하여 <표 부록 1-2>에 제시된 각 문항별로 

수정의 근거 및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번 문항의 경우 김은영(2001)

의 도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항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이며, 개인의 진로선택 및 성취에서 요구되는 경제

적 지원의 결핍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의 결핍은 기업가로서의 경력을 

선택하는 맥락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1번 문항에서 기업가적 맥락을 강조하여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 목표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로 수정

하였다. 

2번 문항의 경우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문항으로 원하는 일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로서의 진로를 선택

하는 것을 원하는 일이라는 표현에 반영하여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희망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로 수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3번 문항은 ‘경제력 

문제로 인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문항으로 2번 문항과 동일하게 원

하는 일을 기업가 진로 선택의 맥락을 강조하여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나는 기업가

라는 진로를 희망할 수 없다’로 수정하였다. 

4번 문항은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문장을 기초로 가족관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제약, 그리고 원하는 진로에 대한 미선택 이유를 제시하고 이다는 점에서 기업가 진

로 선택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을 빨리 벌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가라는 진로를 추구할 수 없다’로 수정하였다. 

다음은 탁진국, 이기학(2003)의 진로장벽 중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문항에 대한 

것이다. 5번 문항은 ‘나는 진로선택에 있어 경제적인 문제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한다’로 기업가로서의 진로를 희망함에 있어 경제적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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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해당 문항은 진로장벽에 대한 문항이라기 보다 진로 선택의 원인을 측정

하는 문항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수정 및 반영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6번 

문항을 살펴보면 ‘집안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추구하기 어렵

다’라는 문항으로 앞서 김은영(2001)의 도구와 유사하게 내가 바라는 직업을 기업

가적 진로 선택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문항을 ‘나는 집안의 경제

적 사정 때문에 기업가라는 진로를 추구하기 어렵다’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Lent et al.(2001)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7번 문항

의 경우 ‘feel that the demands of pursuing such a field would get in the 

way of family responsibilities’로 가족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나

는 기업가라는 진로를 추구하는 것이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책임에 방해가 된다고 

느낀다.’로 번안하였다. 

8번 문항의 경우 ‘Experience financial strain, especially if this career path 

required additional training’으로 재정적 긴장, 제약과 경력을 위한 교육훈련이 강

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추가 

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제약이 있다.’는 문장으로 번안하였다. 

9번 문항은 ‘Have too little money to afford things (like computer 

software or tutoring) that you might need to do well in your coursework’라

는 내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대학 코스

웍 과정을 위한 비용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문항은 기업가 진로 선택의 맥

락에 적합하지 않아 번안하지 않았다. 

10번 문항은 ‘Feel that your educational/career options are limited by 

financial concerns’로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경력 선택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의미이

며, 이를 기업가 진로 선택 맥락에서 ‘나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기업가라는 진로를 

추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로 번안하였다. 마지막으로 11번 문항인 ‘Feel 

pressure from your family to get out of college and begin making money’의 

경우 대학을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가족의 압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항을 ‘나는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학을 그만두고 돈을 벌어오라는 압박감을 느낀

다.’로 번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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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진로장벽의 경제적 어려움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김

은영(2001), 탁진국, 이기학(2003), Lent et al.(2001)의 도구를 비교 분석해 

보면, 김은영(2001)의 도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다양하게 측정하고 있으며, 다른 

도구들의 문항과 맥락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김은영(2001)의 도구를 수정 및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진로장벽 중 가족/지인 반대 변인을 다루고 있는 도구들을 살펴보면, 김

은영(2001), 탁진국, 이기학(2003), 손은령(2001), Swanson & Token(1995), 

Lent et al.(2001)이 있다. 먼저 김은영(2001)의 도구를 살펴보면, 문항 12번은 

‘나의 진로는 부모님이나 지인의 반대나 간섭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표현

으로 부모님 또는 지인의 반대와 간섭이 진로 선택의 중요한 방해 요인임을 측정하

고 있다. 따라서 해당 문항을 기업가 진로 선택의 맥락에서 수정해 보면 ‘내가 기업

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부모님이나 지인의 반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로 수

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항 13번의 경우 ‘나는 부모님이나 집안의 기대 때문에 내가 하고 싶

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앞서 문항 12번이 부모님 또는 지인의 반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문항 13번은 기대라는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당 문항을 기업가적 맥락을 고려하여 ‘나는 부모님이나 집안의 기대 때문

에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지 못한다.’로 수정하였다. 

문항 14번은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직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부모님의 반대와 결정에 대한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기업가 진로선택의 맥락에서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나는 기업가

라는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다.’로 수정하였다.

문항 15번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진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로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진로 동의를 강조하

고 있는 문항으로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다.’로 수정할 수 있었으며, 이

와 유사하게 문항 16번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부모님과 이성친구로 제한하여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면 부모님이나 이성친구가 나의 진로선택을 좋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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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까 걱정이다.’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탁진국, 이기학(2003)의 가족/지인 반대에 대한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항 17번의 경우 ‘내가 바라는 직업을 부모님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갈

등이 된다.’로 기업가 진로선택의 맥락에서 수정하면, 내가 바라는 직업을 기업가로 

구체화하고 부모님의 반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해

당 문항을 ‘기업가라는 진로를 부모님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로 수정

하였다. 다음으로 문항 18번의 경우 ‘내가 바라는 직업을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

이 많다.’라는 내용으로 앞서 17번과 동일하게 내가 바라는 직업을 기업가로 제한

하여 ‘기업가라는 진로를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로 수정하였다. 

손은령(2001)의 진로장벽 도구에서 가족/지인 반대에 대한 문항을 살펴보면, 문항 

19번의 경우 ‘내 직업 선택을 주변사람들(부모, 친구, 친지 등)이 인정해주지 않는

다.’로 개인의 직업선택과 주변 사람들의 인정, 지지를 주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

다. 따라서 기업가 진로 선택의 맥락에서 해당 문항을 ‘나의 주변사람들(부모, 친구, 

친지 등)은 기업가라는 진로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문항 20번은 ‘내 직업선택을 애인이나 배우자가 지지해주지 않는다.’로 해당 문항

을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나의 이성 친구 또는 배우자가 지지해

주지 않는다.’로 수정하였다. 

해외 진로장벽에서 표현된 가족/지인 반대 관련 문항들을 살펴보면, Swanson & 

Tokar(1995)의 도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Disapproval by others’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를 기업가 진로 맥락에서 번안하면 다른 사람들을 나의 친구로 

적용하여 ‘나의 친구들은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반대한다.’로 

번안하였다. 다음으로 ‘Feel a lack of support from professors or your 

advisor’를 기업가 진로 선택 맥락에서 ‘나는 교수님이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로 번안하였다. Swanson & 

Tokar(1995)의 도구는 핵심 item을 기준으로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

과 맥락의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마지막으로 Lent et al.(2001)의 도구를 살펴보면, ‘Feel pressure from 

parents or other important people to change your major to som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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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와 ‘Receive negative comments or discouragement about our major 

from family members’, ‘Receive negative comments or discouragement 

about your major from friends’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문항들이 모두 개인의 

전공에 대한 가족 및 지인들의 반대, 지지 부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번안이 

부적절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가족/지인 반대 변인과 관련하여 해당 맥락을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하

고 있는 도구는 김은영(2001)의 도구로 이 연구에서는 김은영(2001)의 도구를 기

준으로 가족/지인 반대을 측정하였다. 

진로장벽 중 진로정보 부족과 관련된 도구를 살펴보면, 김은영(2001), 탁진국, 이

기학(2003), 손은령(2001), Swanson & Tokar(1995)의 도구가 있다. 먼저 김은

영(2001)의 도구를 살펴보면, 문항 26번에서 ‘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

는지 잘 모르겠다.’로 표현되어 있는 문항을 기업가 진로라는 맥락에서 구체화함으

로써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로 수정하

였으며, 문항 27번 또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

다.’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을 기업가로 구체화하여 ‘나는 기업가와 관련된 진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로 수정하였다. 

문항 28번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진로에 대한 일과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를 기업가 진로라는 맥락에서 ‘나는 기업가가 되는데 필요한 창업교육이나 경영교

육 정보를 얻기 어렵다.’로 수정하였다. 문항 29번은 ‘나는 여러 직업분야의 사람

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직업분야의 사람들을 기

업가로 제한하여 ‘나는 기업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로 수정하였다. 

이 외 문항 30번과 31번의 경우 각각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와 ‘내 전공에 적합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내

용으로 직업분야라는 전체적인 표현이 구체적인 진로인 기업가 맥락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문항 31번은 기업가는 전공, 경력에 관계없이 추구할 수 있는 경력

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전공에 적합한 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정하여 활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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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정보 부족과 관련하여 탁진국, 이기학(2003)의 도구를 살펴보면, 문항 32번은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로 직업과 관련된 정보 부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기업가라는 맥락을 반영하여 ‘나는 기업가

와 관련된 진로정보를 얻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로 수정하였다. 문항 33번은 ‘내

가 바라는 직업의 장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직업의 장래성에 대

한 정보 부족이 핵심 내용으로 이를 기업가 맥락에 반영하여 ‘나는 기업가라는 진

로의 장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로 수정하였다. 문항 34번은 ‘내가 바라는 

직업이 있으나 어떻게 해야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으로 

바라는 직업과 해당 직업을 위한 방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기업가 맥락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기업가라는 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로 수

정하였다. 

이 외 문항 35번 ‘어떤 직업이 전망이나 보수가 좋고 사회의 수요가 많은지 모르

겠다.’와 문항 36번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특정 진로인 

기업가에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을 활용하지 

않았다.

손은령(2001)의 도구에서는 문항 37번에서 ‘어떻게 취직해야할지 방법을 모른

다.’라는 내용이 존재하며 이를 ‘나는 어떻게 기업가가 되어야 할지 방법을 모른

다.’로 수정하였으나 취업과 기업가 진로 선택을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하는데 제한

이 있기 때문에 손은령(2001)의 도구를 활용하지 않았다. 

Swanso & Tokar(1995)는 ‘lack information’이라는 핵심 용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항으로 번안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도구에 비해 문항의 다양성과 포괄성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김은영(2001)의 진로정보 부족에 대한 문항들을 

중심으로 기업가의 맥락으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진로장벽 중 지식/기술/경험 부족에 대한 도구들을 살펴보면, Giacomin et 

al.(2011)과 손은령(2001), Swanson & Tokar(1995)의 도구가 있다. 먼저 

Giacomin et al.(2011)의 도구에서는 문항 40번 ‘나는 나의 진로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를 기업가 맥락을 적용하여 ‘나는 기업가가 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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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수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문항 41번, 42

번은 희망하는 진로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부족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

업가 맥락에 적용하여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경영 지식이 

부족하다.’,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경영 기술이 부족하

다.’로 수정하였다. 또한 문항 43번은 ‘나는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충분한 경험

을 갖고 있지 않다.’로 진로를 위한 충분한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

여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와 관련된 창업이나 경영 등의 경험이 부족하다.’로 수정

하였다. 

손은령(2001)의 도구에서 지식/기술/경험 부족을 측정하고 있는 문항을 살펴보면, 

문항 44번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예: 의사표현력, 지도력, 의사결정 등)이 부

족하다.’에 대한 내용으로 직업 생활을 위한 기술 부족을 강조하고 있다. 문항 44번

에서는 직장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필요한 기술을 서술하고 있지만 이를 기업가 

진로의 맥락에서 ‘나는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경영 기술이 부족하다.’로 

수정하였다. 문항 45번은 ‘직장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격증이 없다.’에 대한 

문항으로 이를 ‘나는 기업가가 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이 없다.’로 수정할 수 있지

만 실제 기업가 진로에는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을 활용하지 않았다. 문항 46번은 ‘내가 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훈련이나 

실제적 경험이 부족하다.’에 대한 내용으로 이를 기업가 맥락을 반영하여 ‘나는 기

업가가 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이나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하다.’로 수정하였다. 

Swanson & Tokar(1995)의 지식/기술/경험 부족 문항들을 살펴보면, 문항 47번

에서는‘직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예: 의사소통, 지도력, 의사결정 등)이 부족하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기업가 맥락에 적용하여 ‘나는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경영 기

술이 부족하다.’로 수정하였다. 문항 48번은 ‘내가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교육

적 배경이 부족하다.’에 대한 내용으로 진로 선택을 위한 교육적 경험과 배경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기업가 진로선택의 맥락에서 ‘나는 기업가가 되는 데 필요

한 창업이나 경영과 관련된 교육적 배경이 부족하다.’로 수정하였다. 이와 유사하

게 문항 49번 ‘내가 원하는 직업에 요구되는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하다.’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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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50번 ‘내 분야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사항을 갖추지 못하였다.’은 경험 및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으로 ‘나는 기업가가 되는 데 요구되는 창업이나 경영과 관

련된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하다.’,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

사항을 갖추지 못하였다.’로 수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식/기술/경험 부족을 측정하

고 있는 다양한 도구를 고찰한 결과 지식/기술/경험 부족을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다

루고 있는 Giacomin et al.(2011)의 도구를 중심으로 기업가 진로의 맥락을 적용하

여 수정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도구의 문항을 기업가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서 심리측정, 조사도구 개발 분야의 전문가 교수 3인 및 본 논문의   위원의 검토

를 거쳐 절차와 방법상의 타당성을 확보 하였고, 진로 교육 전공 미국 박사학위 소

지자 1인과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3인 및 심리측정, 조사도구 개발 분야 전문가 교

수 3인에게 문항의 적절성 및 지시문, 응답양식의 적절성을 검토 받았다. 그 결과 

모든 문항에서 평균값이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일정 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단, 

검토 의견이 중첩되고 비교적 낮은 점수의 문항은 보완 또는 삭제하였다. 또한 대학생 

7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검토 받음으로써 

안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내용 타당도의 내용은 다음의 <표 부록 1-3>과 같고, 예

비 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한 이후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표 부록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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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검토결과

수정 사항평정 (5점 만점)
공통 의견

① ② ③ ④ 평균

① 

경

제

적

어

려

움

1

나에게는 기업가라는 진로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5 5 5 5 5.0

2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4 5 5 5 4.8

3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할 수 없다.
4 5 5 5 4.8

4
돈을 빨리 벌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4 4 5 4 4.3

�돈을 빨

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가라

는 진로를 

선택할 수 

없음을 

명시

�원 문항 

뒤에 

기업가라

는 진로를 

선택할 수 

없음을 

추가 

기술하여 

수정함

5

나는 진로선택에 있어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2 2 5 3 3.3

�중의적 

의미, 

부적절함

�4번과 

배치된 

문항

�문항 

해석의 

혼란 우려

�해석의 

혼란이 

우려되며, 

진로장벽으

로 

부적절하다

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함

② 

가

족

/

지

인

1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부모님의 반대나 

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2 4 5 4 3.8

�어색한 

문장

�1번 

문장은 

2~5번을 

모두 

포괄함

�2~5번 

문장을 

모두 포괄 

한다는 

점에서 1번 

문항을 

삭제함

<표 부록 1-3> 내용 타당도 검토 결과 및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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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검토결과

수정 사항평정 (5점 만점)
공통 의견

① ② ③ ④ 평균

반

대

2

나는 부모님이나 집안의 기대 

때문에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다.

3 5 5 5 4.5

3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희망한다 

할지라도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다.

5 5 5 5 5.0

4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다.

5 5 5 5 5.0

5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면 부모님이나 

이성친구가 나의 진로선택을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5 5 5 5 5.0

③ 

진

로

정

보 

부

족

1

나는 기업가에 대한 진로 

정보를 얻는 방법(어디서, 

어떻게)을 잘 모르겠다.

5 5 5 5 5.0

2
나는 기업가와 관련된 진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4 5 5 5 4.8

�역채점 

문항이므로

부족하다로 

수정 필요

�~ 관련된 

진로 정보가

부족하다로 

수정

3

나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 경험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

료를 얻기 어렵다.

3 5 5 5 4.5

�기업가

진로 관련 

경험,

교육 등의 

정보로 

한정

�기업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창업이나 

경영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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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검토결과

수정 사항평정 (5점 만점)
공통 의견

① ② ③ ④ 평균

�예: 

창업이나 

경영과 

관련된 

경험, 교육 

정보로 

명시

교육 

정보를 

얻기 

어렵다로 

수정

4
나는 기업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4 5 5 5 4.8

5

내가 기업가로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

겠다.

2 3 5 3 3.3

�어색한 

문장

�중의적 

표현

�수정대안: 

어떤 

분야에서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수정한 

문항이 

원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의미를 

왜곡하고,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다양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

6

나는 어떻게 해야 기업가라는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4 5 5 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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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검토결과

수정 사항평정 (5점 만점)
공통 의견

① ② ③ ④ 평균

④ 

지

식

/

기

술

/

경

험 

부

족

1

나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3 5 5 5 4.5

�2, 3번을 

포괄,

삭제고려

�2, 3번 

포괄, 

삭제함

2
나는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전

문적인 경영지식이 부족하다.
4 5 5 5 4.8

3
나는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전

문적인 경영기술이 부족하다.
4 5 5 5 4.8

4

나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3 5 5 5 4.5

�기업가 

진로와 

관련 있는 

창업이나 

경영 등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명시 필요

�나는 ~ 

필요한 

창업이나 

경영과 

관련된 

실제적인 

경험을 

충분 하게 

갖고 있지 

않다로 수정

5

나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4 5 5 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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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예비조사 문항은 17개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다음의 <표 부록 1-4>와 같다.

구분 문항

① 

경제적 어려움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 목표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를 희망할 수 없다.

돈을 빨리 벌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할 수 없다.

② 

가족/지인 반대

나는 부모님이나 집안의 기대 때문에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다.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희망한다 할지라도 기업가

라는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다.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면 부모님이나 이성친구가 나의 진로선택

을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③ 

진로정보 부족

나는 기업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기업가에 대한 진로 정보를 얻는 방법(어디에서, 어떻게)을 잘 모르겠다.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기업가라는 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기업가가 되는데 필요한 경영이나 창업과 관련된 교육 정보를 얻기 어렵다.

④ 

지식/기술/

경험 부족

나는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경영 지식이 부족하다.

나는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경영 기술이 부족하다.

나는 창업이나 경영과 관련된 실제적인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나는 창업이나 경영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표 부록 1-4>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 
              

               예비조사 문항

본 조사에 임하기 전 예비조사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

다. 분석 결과 모든 문항은 검토 기준에 적합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내적 일치도 

계수는 기준치 .7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63, 가

족/지인 반대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62, 진로정보 부족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69, 지식/기술/경험 부족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7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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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기업가 진로의도 측정 도구 번안 결과

영문 문항 1차 번역 최종 수정 검토 의견

1. I am ready to do 

anything to be an 

entrepreneur

나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2. My professional goal 

is to become an 

entrepreneur

나의 직업 목표는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

나의 진로 목표는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

�직업 목표라는 

표현이 어색함

�진로 목표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3. I will make every 

effort to start and 

run my own firm

나는 나의 기업을 

시작하고 경영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나는 나의 

기업(사업)을 시작하고 

경영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기업을 시작한다는 

표현 보다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적절함

�사업/기업을 

운영하다 또는 

시작하다 둘 중  

하나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4. I am determined to 

create a firm in the 

future

나는 미래에 기업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미래에 기업을 

설립 하기를 강력하게 

원한다.

�사업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be determined 

to”는 

“결심했다”라는 

동사보다는 

“확고하다” 또는 

“강하게  원한다” 

등의 형용사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함

�“나는 미래에 

기업을 설립하기를 

강력하게 원한다”로 

번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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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have very 

seriously thought of 

starting a firm

나는 기업을 시작하는 

것을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왔다.

나는 기업(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기업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국내에서 

‘창업’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함

�기업가로서 진로는 

창업 뿐 아니라 

기업가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창업을 

하거나 경영을 하는 

것으로 포괄 제안

�사업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민해왔다는 

표현보다는 고민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함

6. I have the firm 

intention to start a 

firm some day

나는 언젠가 기업을 

시작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

나는 언젠가 기업(사업)을 

시작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

�사업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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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기업가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번안 결과

영문 문항 1차 번역 최종 수정 검토 의견

1. Being able to solve 

problem

나는 기업가로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 

나는 기업가로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 

�대부분 적절하게 

번안 되었음

�3번 문항은 확실히 

어떤 자금관리를 

뜻하는지 

명시해주는 것이 

필요함

�‘나는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면서~’

또는 ‘나는 

기업가로 

활동하면서~라는 

표현을 지시문에서 

제시하는 방안 검토

2. Making decision

나는 기업가로서 

의사결정을 내릴 

자신이 있다.

나는 기업가로서 

의사결정을 내릴 

자신이 있다.

3. Managing money

나는 기업가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할 자신이 

있다.

나는 기업가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할 자신이 

있다.

4. Being creative

나는 기업가로서 

창의력을 발휘 할 

자신이 있다.

나는 기업가로서 

창의력을 발휘 할 

자신이 있다.

5. Getting people to 

agree with you

나는 기업가로서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도록 할 

자신이 있다.

나는 기업가로서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도록 할 자신이 

있다.

6. Being a leader 

나는 기업가로서 

리더가 될 자신이 

있다.

나는 기업가로서 

리더가 될 자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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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기업가 기민성 측정 도구 번안 결과

요인 영문 문항 1차 번역 최종 수정 검토 의견

탐

색

1. I have frequent 

interactions with 

others to acquire 

new information.

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자주 

교류한다.

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자주 

교류한다.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매일~

2. I always keep an 

eye out for new 

business ideas 

when looking for 

information

나는 정보를 찾을 

때 항상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주목한다.

나는 정보를 찾을 

때 항상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주목한다.

3. I read news, 

magazines, or 

trade publications 

regularly to 

acquire new 

information

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간행물을 

읽는다.

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산업분야별 간행물 

등을 읽는다.

�제안: ~위해서 

정기적으로 뉴스, 

잡지, 또는 

산업분야별 간행물 

등을 읽는다.

4. I browse the 

Internet every 

day.

나는 매일 인터넷을 

검색한다.

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매일 인터넷을 

검색한다.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매일~

5. I am an avid 

information 

seeker.

나는 정보 탐색에 

열성적이다.

나는 새로운 정보 

탐색에 열성적이다.

�사업 아이디어를 

위한 정보 탐색에~

6. I am always 

actively looking 

for new 

information

나는 언제나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나는 언제나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연

합

7. I often make 

novel 

connections and 

perceive new or 

emergent 

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pieces of 

information.

나는 자주 다양한 

정보들 간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정보 

간에 새롭게 나타난 

관계를 알아낸다.

나는 다양한 정보 

간의 새로운 관계를 

파악하고 기발한 

연결고리를 자주 

만들어낸다.

�문장 표현 수정 

필요

8. I see links 

between 

seemingly 

unrelated pieces 

of  information.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정보들 

간에 관련성을 

알아낸다.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정보들 

간에 관련성을 

알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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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 am good at 

“connecting 

dots”

나는 과거와 현재의 

일들의 연관성을 

찾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에 

능숙하다.

나는 이질적인 

요소들 간에 

연관성을 찾아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에 

능숙하다.

�시간적인 의미는 

특정 연설에서만 

사용된 의미이며, 

원문에서는 시간의 

의미 미포함. 

�제안: 랜덤한 

요소들 간의 

연관성을 찾아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것에 

능숙하다.

10. I often see 

connections 

between 

previously 

unconnected 

domains of 

information.

나는 이전에는 

연결되지 않았던 

정보들 간의 

연결성을 자주 

알아챈다.

나는 이전에는 

연결되지 않았던 

정보들 간의 

연결성을 자주 

알아챈다.

평

가

11. I have a gut 

feeling for potential 

opportunities.

나는 잠재적인 수익 

기회를 직감적으로 

느끼는 편이다.

나는 가능성 있는 

기회를 직감적으로 

느낀다.

�‘수익’삭제

�가능성 있는 기회 

또는 잠재적인 

기회라는 표현이 

적절

12. I can distinguish 

between 

profitable 

opportunities and 

not-so-profitable 

opportunities.

나는 수익성이 있는 

기회와 수익성이 

없는 기회를 구별해 

낼 수 있다.

나는 수익성이 있는 

기회와 수익성이 

없는 기회를 구별해 

낼 수 있다.

�profitable과 

not-so-profitable은 

수익성이 높은 

기회와 수익성이 

낮은 기회로 

번안하는 것 검토

13. I have an 

extraordinary 

ability to smell 

profitable 

opportunities.

나는 수익성 있는 

기회를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나는 수익성 있는 

기회를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profitable: 

‘수익성이 

높은’으로 

번안하는 것 검토

14. I have a knack 

for telling 

high-value 

opportunities apart 

from low-value 

opportunities.

나는 가치가 높은 

기회와 가치가 낮은 

기회를 구분하는 데 

소질이 있다.

나는 가치가 높은 

기회와 가치가 낮은 

기회를 구분하는 데 

소질이 있다.

15. When facing 

multiple 

opportunities, I 

am able to 

select the good 

ones.

여러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좋은 기회를 선택할 

수 있다.

여러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좋은 기회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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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기업가 정신 측정 도구 검토 결과

요인 기존 문항 최종 수정 검토 의견

혁신

1. 나는 항상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등에 

관심이 많다.

나는 항상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등에 

관심이 많다.

2. 나는 창의력이 

뛰어나고 독창력이 

풍부하다.

나는 창의력이 뛰어나고 

독창력이 풍부하다.

3. 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흥미를 

느낀다.

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흥미를 느낀다.

4.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한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한다.
�높이 → 높게

5. 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한다.

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한다.

6. 나는 창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창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진취성

7. 나는 무엇을 하든 늘 

남보다 잘하고 싶어 

한다.

나는 무엇을 하든 늘 

남보다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로 표현 

수정

�경쟁심을 묻는 문항 

같음

8. 나는 옛 것 보다 

새것이 좋으며, 새로운 

유행을 추구한다.

나는 옛 것 보다 새것이 

좋다.
�11번과 중복 표현 삭제

9. 나는 보수적인 

기질보다는 

개혁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보수적이기 보다는 

개혁적이라고 생각한다.

�‘보수적인 기질’이라는 

표현 어색

10. 나는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고생을 하더라도 

진취적인 일을 하고 

싶다.

나는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고생 하더라도 

진취적인 일을 하고 싶다.

�‘안일하게’라는 너무 

부정적이지 않은 적절한 

단어로 대체 필요

11. 나는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고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나는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고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12. 나에게는 조직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나에게는 조직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자율성을 묻는 문항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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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기존 문항 최종 수정 검토 의견

위험

감수

13. 나는 위험을 

감지하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나는 위험을 감지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표현이 보다 

적절

14. 나는 불확실성을 

감수 하더라도 

과감하게 의사 결정을 

한다.

나는 불확실하더라도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불확실성을 

감수한다’는 

표현이 어색함

15. 나는 과거에 

진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과거에 진행하지 

않았던’ 

과‘새로운’은 중복 

표현 

16. 나는 위험이 있더라도 

새로운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

나는 위험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

�‘위험이 

있더라도’라는 

표현이 어색함

17. 나는 위기가 

다가올수록 더 

강해지는 성향이 있다.

나는 위기에 처할수록 더 

강해지는 성향이 있다.

�위기에 처한다는 표현이 

보다 적절함

18. 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더라도 

목적달성을 위해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나는 환경이 변하더라도 

목적달성을 위해서 잘 

대응할 수 있다.

�‘환경이 변하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다’또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로 수정 고려

�‘환경변화’ 삭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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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 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찰변인의 차이를 분석하여 관찰변인의 차이가 적절

한지 확인함으로써 입력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기민성의 탐색, 연합, 평가,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정신의 혁신, 진취성, 위험감

수 및 진로장벽의 지식/기술/경험 부족, 진로정보 부족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

이가 존재했다. 

기업가 진로의도의 평균은 남학생이 3.18점, 여학생이 2.71점으로 남학생의 기업

가 진로의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 정신의 혁신, 진취성, 위험

감수는 각각 남학생이 3.45점, 3.49점, 3.30점, 여학생이 3.23점, 3.26점, 3.07점으

로 남학생의 기업가 정신 평균값이 여학생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남학생이 3.62점, 여학생이 3.31점으로 남학생의 기업가 자기

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기업가 기민성의 탐색, 연합, 평가는 각각 남학생이 

3.82점, 3.68점, 3.57점, 여학생이 3.55점, 3.49점, 3.27점으로 기업가 기민성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요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지인 반대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정보 부족은 남학생이 2.93점, 여학생이 3.24점으로 여학

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정보 부족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지식/기술/

경험 부족은 남학생이 3.68점, 여학생이 3.85점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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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n=445)

성별

t값남학생

(n=212)

여학생

(n=233)

기업가 

진로의도
① 기업가 진로의도

2.93

(1.059)

3.18 

(1.041)

2.71 

(1.029)
-4.757***

기업가 

정신

① 혁신
3.67

(.686)
3.45 (.822) 3.23 (.759) -2.884**

② 진취성
3.58

(.675)
3.49 (.861) 3.26 (.797) -2.894**

③ 위험감수
3.40

(.743)
3.30 (.833) 3.07 (.818) -2.972**

기업가 

자기효능감
① 기업가 자기효능감

3.45

(.814)
3.62 (.787) 3.31 (.810) -4.89***

기업가 

기민성

① 탐색
3.33

(.795)
3.82 (.663) 3.55 (.683) -4.130***

② 연합
3.36

(.834)
3.68 (.658) 3.49 (.677) -3.058***

③ 평가
3.17

(.832)
3.57 (.686) 3.27 (.762) -4.327***

진로장벽

① 경제적 어려움
3.12

(1.002)

3.11 

(1.026)
3.13 (.983) .124

② 가족/지인 반대
2.63

(.988)

2.59 

(1.034)
2.66 (.950) .739

③ 진로정보 부족
3.10

(.920)
2.93 (.986) 3.24 (.839) 3.593***

④ 지식/기술/경험 

   부족

3.76

(.847)
3.68 (.901) 3.85 (.845) 1.987*

주) * p⟨.05, ** p⟨.01 *** p⟨.001

<표 부록 6-1> 성별에 따른 관찰변인의 차이 분석 결과           단위: 평균(표준편차)

2. 학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학년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의 혁신, 진취성, 위험감수,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의 탐색, 연합, 평

가 그리고 진로장벽의 지식/기술부족, 진로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에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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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n=445)

학년

F값

저학년 고학년

1학년

(n=94)

2학년

(n=107)

3학년

(n=116)

4학년

(n=99)

5학년 

이상

(n=29)

기업가 

진로

의도

① 기업가 

   진로의도

2.93

(1.059)

2.99

(1.05)

2.97 

(1.06)

2.82 

(1.04)

3.01

(1.01)

2.68

(1.30)
0.927 

기업가

정신

① 혁신
3.67

(.686)

3.76

(.67)

3.67

(.71)

3.56

(.69)

3.73

(.66)

3.65

(.72)
1.308

② 진취성
3.58

(.675)

3.69

(.63)

3.67

(.70)

3.44

(.65)

3.57

(.71)

3.45

(.64)
2.738

③ 위험감수
3.40

(.743)

3.52

(.70)

3.39

(.77)

3.30

(.76)

3.43

(.74)

3.43

(.72)
1.165

기업가 

자기

효능감

① 기업가 

  자기효능감

3.45

(.814)

3.49

(.75)

3.45

(.80)

3.36

(.82)

3.50

(.82)

3.45

(1.00)
0.487

기업가 

기민성

① 탐색
3.33

(.795)

3.27

(.78)

3.31

(.84)

3.39

(.82)

3.46

(.71)

3.27

(.82)
0.947

② 연합
3.36

(.834)

3.32

(.86)

3.35

(.87)

3.33

(.78)

3.47

(.80)

3.27

(.98)
0.628

③ 평가
3.17

(.832)

3.21

(.82)

3.14

(.85)

3.19

(.75)

3.22

(.85)

2.95

(1.06)
0.707

진로

장벽

① 경제력 

   부족

3.12

(1.002)

3.13

(1.01)

3.12

(.99)

3.14

(1.00)

3.11

(1.00)

3.08

(1.11)
0.027

② 가족/지인  

   반대

2.63

(.988)

2.63

(1.03)

2.65

(1.03)

2.62

(.94)

2.69

(.98)

2.42

(.95)
0.428

③ 진로정보

    부족

3.10

(.920)

3.24

(.93)

3.22

(.83)

3.05

(.83)

2.96

(.89)

2.94

(.99)
1.910

④ 지식/기술

  /경험 부족

3.76

(.847)

4.01

(.75)

3.78

(.86)

3.70

(.91)

3.63

(.90)

3.80

(.93)
2.68

주1) * p⟨.05, ** p⟨.01 *** p⟨.001

<표 부록 6-2> 학년에 따른 관찰변인의 차이 분석 결과          단위: 평균(표준편차)

3. 전공 계열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전공 계열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의 하위요소인 혁신, 진취성이 계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 

기업가 진로의도는 예체능 계열이 3.27점으로 자연·공학 계열 3.09점, 상경 계열 

2.93점으로 인문·사회 계열 2.60점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높았다. 기업가 정신에

서 혁신의 평균은 예체능 계열이 4.04점, 자연·공학 3.81점으로 예체능 계열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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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학 계열의 평균이 상경 계열 3.58점과 인문·사회 계열 3.47점에 비해 유의미

하게 높았다. 기업가 정신의 진취성의 평균은 자연·공학 계열 3.70점으로 상경 계

열 3.45점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전체

(n=445)

계열

F값 sheffe상경

(n=110)

자연공학

(n=171)

인문사회

(n=121)

예체능

(n=43)

기업가 

진로

의도

① 기업가    

   진로의도

2.93

(1.059)

2.93 

(1.07)

3.09

(1.04)

2.60

(1.04)

3.27 

(.94)
6.46*** a, b, d 

> c

기업가 

정신

① 혁신
3.67

(.686)

3.58 

(.64)

3.81

(.64)

3.47

(.73)

4.04

(.68)
9.732*** b, d 

> a, c 

② 진취성
3.58

(.675)

3.45

(.62)

3.70

(.65)

3.47

(.70)

3.73

(.74)
5.21** b > a

③ 위험감수
3.40

(.743)

3.35

(.74)

3.48

(.72)

3.30

(.79)

3.57

(.64)
2.18 -

기업가 

자기

효능감

① 기업가     

   자기효능감

3.45

(.814)

3.44

(.77)

3.40

(.79)

3.30

(.79)

3.56

(.91)
1.796 -

기업가 

기민성

① 탐색
3.33

(.795)

3.19

(.77)

3.40

(.79)

3.30

(.79)

3.56

(.91)
2.395 -

② 연합
3.36

(.834)

3.31

(.84)

3.44

(.82)

3.25

(.85)

3.44

(.76)
1.492 -

③ 평가
3.17

(.832)

3.23

(.74)

3.24

(.87)

3.01

(.86)

3.26

(.76)
2.169 -

진로

장벽

① 경제적 

   어려움

3.12

(1.002)

3.01

(1.04)

3.20

(.97)

3.05

(1.03)

3.31

(.85)
1.366 -

② 가족/지인  

   반대

2.63

(.988)

2.61

(1.00)

2.70

(1.02)

2.60

(.91)

2.38

(.99)
.98 -

③ 진로정보  

부족

3.10

(.920)

3.05

(0.91)

3.08

(.93)

3.21

(.87)

3.02

(1.08)
.768 -

④ 지식/기술/

   경험부족

3.76

(.847)

3.69

(.95)

3.72

(.87)

3.86

(.82)

4.12

(.76)
2.368 -

주1) * p⟨.05, ** p⟨.01 *** p⟨.001

주2) 상경: a, 자연공학: b, 인문사회: c, 예체능: d

<표 부록 6-3> 전공 계열에 따른 관찰변인의 차이 분석 결과    단위: 평균(표준편차)

4. 대학 소재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대학 소재지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의 혁신, 기업가 기민성의 탐색, 연합에서 대학 소재지에 따른 유의미한 



- 231 -

차이가 존재했다. 

기업가 진로의도는 수도권이 3.05점으로 비수도권 2.81점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

며, 기업가 정신은 하위요인인 혁신과 관련하여 수도권 대학 재학생이 3.76점으로 

비수도권 학생 평균 3.58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기업가 기민성과 관련하여 탐색

은 수도권 학생이 평균 3.45점, 비수도권 학생 3.22점으로 수도권 학생이 비수도권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연합 또한 수도권 학생 3.44점, 비수도권 학생 3.28

점으로 수도권 학생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변인
전체

(n=445)

대학 소재지

t값수도권

(n=214)

비수도권

(n=231)

기업가 

진로의도
① 기업가 진로의도

2.93

(1.059)

3.05

(1.114)

2.81

(.992)
2.504**

기업가 

정신

① 혁신
3.67

(.686)

3.76

(.669)

3.58

(.693)
2.688**

② 진취성
3.58

(.675)

3.59

(.707)

3.57

(.646)
.255

③ 위험감수
3.40

(.743)

3.45

(.747)

3.36

(.739)
1.173

기업가 

자기효능감
① 기업가 자기효능감

3.45

(.814)

3.52

(.823)

3.39

(.802)
1.712

기업가 

기민성

① 탐색
3.33

(.795)

3.45

(.769)

3.22

(.803)
3.081**

② 연합
3.36

(.834)

3.44

(.826)

3.28

(.834)
2.049*

③ 평가
3.17

(.832)

3.25

(.834)

3.10

(.813)
1.861

진로장벽

① 경제적 어려움
3.12

(1.002)

3.15

(1.026)

3.09

(.979)
.652

② 가족/지인 반대
2.63

(.988)

2.57

(.995)

2.69

(.982)
-1.213

③ 진로정보 부족
3.10

(.920)

3.02

(.918)

3.18

(.917)
-1.769

④ 지식/기술/경험 

   부족

3.76

(.847)

3.74

(.877)

3.81

(.871)
-.895

주) * p⟨.05, ** p⟨.01 *** p⟨.001

<표 부록 6-4> 대학 소재지에 따른 관찰변인의 차이 분석 결과   단위: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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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강의 수강횟수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창업강의 수강횟수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가 진로

의도와 기업가 정신의 하위요인 혁신과 위험감수,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에 대한 창업강의 수강횟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

이가 존재했다. 

기업가 진로의도의 평균은 3회 이상 수강한 학생이 4.44점, 2회 이상 3.28점, 1회 

3.05점, 0회 2,80점으로 창업강의 수강횟수가 많은 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 정신의 관찰변인인 혁신은 3회 이상 수강생 4.47점, 2회 4.09점, 1회 

3,69점, 0회 3.61점 순으로 높았다. 기업가 정신의 관찰변인인 위험감수는 3회 이상 

4.26점, 2회 3.83점, 1회 3.37점, 0회 3.35점 순으로 높았다. 기업가 정신의 관찰변

인인 혁신과 위험감수는 창업강의 수강횟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업가 자기효능감 또한 창업강의 수강 횟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3

회 이상 4.22점, 2회 3.90점, 1회 3.54점, 0회 3.36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기업가 자기효능감 전체 평균인 3.45점과 비교하면 창업강의 수강 횟수가 1회 

이상인 학생들은 기업가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었

다.

기업가 기민성은 탐색, 연합, 평가의 세 개의 관찰변인 모두 창업강의 수강횟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탐색은 창업강의 수강횟수 3회 이상 4.08점, 2

회 3.58점, 1회 3.41점, 0회 3.2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합은 3회 이상 4.04

점, 2회 3.65점, 1회 3.42점, 0회 3.29점 순으로 높았다. 평가는 3회 이상 4.06점, 

2회 3.69점, 1회 3.34점, 0회 3.05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장벽으로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지인 반대는 창업강의 수강횟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험 부족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정보 부족은 3회 이상 2.35점, 2회 2.63점, 1회 3.04점, 0회 

3.19점의 순으로 낮게 나타나 창업강의 수강 횟수가 많을수록 진로정보 부족 인식의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기술/경험 부족 또한 창업강의 수강 횟수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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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지식/기술/경험 부족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이

상 3.00점, 2회 3.62점, 1회 3.63점, 0회 3.86점 순으로 낮았다.

변인
전체

(n=445)

창업강의 수강횟수

F값 sheffe0회

(n=313)

1회

(n=98)

2회

(n=21)

3회 

이상

(n=13)

기업가 

진로

의도

① 기업가 

진로의도

2.93

(1.059)

2.80 

(1.025)

3.05

(1.009)

3.28

(1.171)

4.44 

(.647)
12.460*** d > b, c 

> a

기업가 

정신

① 혁신
3.67

(.686)

3.61 

(.667)

3.69

(.691)

4.09

(.539)

4.47

(.616)
10.046*** d, c > 

b > a

② 진취성
3.58

(.675)

3.54

(.662)

3.59

(.695)

3.75

(.730)

4.01

(.622)
2.521 d > a, b

③ 위험감수
3.40

(.743)

3.35

(.696)

3.37

(.793)

3.83

(.775)

4.26

(.747)
9.009*** d, c > 

a, b

기업가 

자기

효능감

① 기업가 

   자기효능감

3.45

(.814)

3.36

(.793)

3.54

(.804)

3.90

(.777)

4.22

(.809)
8.085*** d, c > 

a, b

기업가 

기민성

① 탐색
3.33

(.795)

3.26

(.777)

3.41

(.771)

3.58

(.951)

4.08

(.648)
5.946** d > a, b

② 연합
3.36

(.834)

3.29

(.841)

3.42

(.792)

3.65

(.744)

4.04

(.721)
4.644** d > a, b

③ 평가
3.17

(.832)

3.05

(.813)

3.34

(.789)

3.69

(.742)

4.06

(.759)
11.925*** d, c, b > 

a

진로

장벽

① 경제력    

   부족

3.12

(1.002)

3.11

(.962)

3.14

(1.032)

3.36

(1.169)

2.92

(1.430)
.583 -

② 가족/지인

   반대

2.63

(.988)

2.66

(.936)

2.56

(1.046)

2.74

(1.190)

2.21

(1.384)
1.123 -

③ 진로정보 

   부족

3.10

(.920)

3.19

(.881)

3.04

(.926)

2.63

(.857)

2.35

(1.337)
6.004** a > b, c 

> d

④ 지식/기술 

  /경험 부족

3.76

(.847)

3.86

(.825)

3.63

(.890)

3.62

(.979)

3.00

(1.210)
5.800** a > d, c

b > d

주1) * p⟨.05, ** p⟨.01 *** p⟨.001

주2) 0회: a. 1회: b. 2회: c, 3회 이상: d

<표 부록 6-5> 창업강의 수강횟수에 따른 관찰변인의 차이 분석 결과   단위: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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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업동아리 참여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창업동아리 참여여부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가 진

로의도와 기업가 정신의 위험감수, 진취성, 혁신성,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

성의 탐색, 연합, 평가에 창업 동아리 참여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 

기업가 진로의도의 평균은 창업 동아리 참여 학생 3.59점, 미참여 학생 2.83점으로 

창업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 정신의 혁신, 진취성, 위험감수는 각각 창업 동아리 참여 학생이 3.88점, 

3.76점, 3.66점, 창업 동아리 미참여 학생이 3.64점, 3.55점, 3.37점으로 나타나 창

업 동아리에 참여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가 자기효능감 또한 창업 동아리 참여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창업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의 기업가 자기효능감은 3.81점, 미참여 학생은 3.3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 기민성의 탐색, 연합, 평가는 각각 창업 동아리 참여 학생이 3.71점, 3.74

점, 3.51점이었고, 미참여 학생은 3.27점, 3.30점, 3.12점으로 창업동아리 참여 여부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진로장벽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지인 반대, 진로정보 부족, 지식/기술/경

험 부족은 창업 동아리 참여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35 -

변인
전체

(n=445)

창업 동아리 참여 여부

t값참여

(n=58)

미참여

(n=387)

기업가 

진로의도
① 기업가 진로의도

2.93

(1.059)

3.59

(.885)

2.83

(1.047)
5.318***

기업가 

정신

① 혁신
3.67

(.686)

3.88

(.628)

3.64

(.690)
2.505*

② 진취성
3.58

(.675)

3.76

(.556)

3.55

(.688)
2.249*

③ 위험감수
3.40

(.743)

3.66

(.718)

3.37

(.740)
2.845**

기업가 

자기효능감

① 기업가    

   자기효능감

3.45

(.814)

3.81

(.703)

3.39

(.816)
3.703***

기업가 

기민성

① 탐색
3.33

(.795)

3.71

(.840)

3.27

(.773)
3.929***

② 연합
3.36

(.834)

3.74

(.745)

3.30

(.832)
3.791***

③ 평가
3.17

(.832)

3.51

(.784)

3.12

(.828)
3.379*

진로장벽

① 경제적 어려움
3.12

(1.002)

3.26

(1.130)

3.10

(.981)
1.168

② 가족/지인 반대
2.63

(.988)

2.67

(1.127)

2.63

(.967)
.302

③ 진로정보 부족
3.10

(.920)

3.13

(.997)

3.10

(.909)
.258

④ 지식/기술/경험 

   부족

3.76

(.847)

3.49

(1.045)

3.82

(.838)
-2.70

주) * p⟨.05, ** p⟨.01 *** p⟨.001

<표 부록 6-6> 창업동아리 참여여부에 따른 관찰변인의 차이 분석 결과   단위: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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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예비조사도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개발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6면이며, 응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활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임 한 려

지도교수 정 철 영

※ 설문 내용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연락처]      -        / E-mail:      -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장벽 요인별 조절효과에 관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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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가 진로의도

다음은 귀하의 기업가 진로의도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Ⅴ표시를 해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진로 목표는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기업(사업)을 시작하고 경영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미래에 기업을 설립하기를 강력하게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기업(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언젠가 기업(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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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가 정신

번

호
문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항상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등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창의력이 뛰어나고 독창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창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무엇을 하든 늘 남보다 잘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옛 것 보다 새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보수적이기 보다는 개혁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고생을 하더라도 

진취적인 일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고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에게는 조직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위험을 감지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불확실하더라도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위험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위기에 처할수록 더 강해지는 성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환경이 변하더라도 목적달성을 위해서 잘 

대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기업가 정신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 귀하의 생각이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곳에 Ⅴ표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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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 자기효능감

번

호
문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기업가로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기업가로서 의사결정을 내릴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기업가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기업가로서 창의력을 발휘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기업가로서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도록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기업가로서 리더가 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기업가 자기효능감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Ⅴ표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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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가 기민성

다음은 귀하의 기업가 기민성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 귀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곳에 Ⅴ표시를 해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자주 교류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정보를 찾을 때 항상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주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산업분야별 간행물 등을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매일 인터넷을 

검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새로운 정보 탐색에 열성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언제나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양한 정보 간의 새로운 관계를 파악하고 

기발한 연결고리를 자주 만들어낸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정보들 

간에 관련성을 알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이질적인 요소들 간에 연관성을 찾아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에 능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이전에는 연결되지 않았던 정보들 간의 연결성을 

자주 알아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가능성 있는 기회를 직감적으로 느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수익성이 있는 기회와 수익성이 없는 기회를 

구별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수익성 있는 기회를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가치가 높은 기회와 가치가 낮은 기회를 구분하는 

데 소질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여러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좋은 기회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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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A 문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 목표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를 희망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돈을 빨리 벌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번

호
B 문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님이나 집안의 기대 때문에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희망한다 할지라도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면 부모님이나 

이성친구가 나의 진로선택을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기업가 진로와 관련된 진로장벽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A~D에 해당하는 문항을

잘 읽고 각 영역별로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Ⅴ표시를 해주십시오.

5 진로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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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C 문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기업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기업가에 대한 진로 정보를 얻는 방법(어디에서,

어떻게)을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떻게 해야 기업가라는 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기업가가 되는데 필요한 경영이나 창업과 

관련된 교육 정보를 얻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D 문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경영 

지식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경영 

기술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창업이나 경영과 관련된 실제적인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창업이나 경영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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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전공 계열은?

① 인문·사회 계열     ② 상경 계열     ③ 자연·공학 계열     ④ 예체능 계열

* 귀하의 세부 전공(학과)명은?                            

4.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④ 5학년 이상

5. 귀하가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는?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② 비수도권

6. 귀하는 대학 재학 중 창업을 실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다음의 문항들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가 해당하는 

번호에 Ⅴ표로 응답하시거나 답변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응답한 개인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6 일반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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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가 대학 재학 중 학점을 부여하는 창업강의(전공/교양)를 수강한 횟수는?

① 0회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8. 귀하가 수강한 창업강의(전공/교양)의 강의명은?                                  

9. 귀하가 창업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다면, 강의 수강 동기는?

① 창업관련 지식 또는 기술 학습  ②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③ 전공 또는 필수 과목이라서  ④ 지인의 추천으로   

⑤ 특별한 이유 없음  ⑥ 수강 경험 없음

10. 귀하는 대학 재학 중 창업 동아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귀하가 창업 동아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참여 동기는?

① 창업관련 지식 또는 기술 학습  ②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③ 지인의 추천으로  ④ 특별한 이유 없음 

⑤ 참여 경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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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본조사도구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자기효능감, 

기업가 기민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장벽 요인별 조절효과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는 대학생의 기업가 진로의도 

개발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6면이며, 응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활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임 한 려

지도교수 정 철 영

※ 설문 내용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연락처]        -       / E-mail:        - 



- 246 -

1 기업가 진로의도

다음은 귀하의 기업가 진로의도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Ⅴ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진로 목표는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기업(사업)을 시작하고 경영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미래에 기업을 설립하기를 강력하게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기업(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언젠가 기업(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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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가 정신

번

호
문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항상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등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창의력이 뛰어나고 독창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창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무엇을 하든 늘 남보다 잘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옛 것 보다 새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보수적이기 보다는 개혁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고생을 하더라도 

진취적인 일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고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에게는 조직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위험을 감지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불확실하더라도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위험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위기에 처할수록 더 강해지는 성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환경이 변하더라도 목적달성을 위해서 잘 

대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기업가 정신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 귀하의 생각이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곳에 Ⅴ표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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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 자기효능감

번

호
문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기업가로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기업가로서 의사결정을 내릴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기업가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기업가로서 창의력을 발휘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5
나는 기업가로서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도록 

할 자신이 있다.

6 나는 기업가로서 리더가 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기업가 자기효능감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Ⅴ표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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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가 기민성

번

호
문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자주 교류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정보를 찾을 때 항상 새로운 사업 아이디

어에 주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신

문, 잡지 또는 산업분야별 간행물 등을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매일 인터넷을 

검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새로운 정보 탐색에 열성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언제나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양한 정보 간의 새로운 관계를 파악하고 

기발한 연결고리를 자주 만들어낸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정

보들 간에 관련성을 알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이질적인 요소들 간에 연관성을 찾아 새

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에 능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이전에는 연결되지 않았던 정보들 간의 연결

성을 자주 알아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가능성 있는 기회를 직감적으로 느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수익성이 있는 기회와 수익성이 없는 기회를 

구별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수익성 있는 기회를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

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가치가 높은 기회와 가치가 낮은 기회를 구분

하는 데 소질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여러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좋은 기회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기업가 기민성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 귀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곳에 Ⅴ표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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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A 문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 목표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를 희망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돈을 빨리 벌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번

호
B 문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님이나 집안의 기대 때문에 기업가라는 진

로를 선택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희망한다 

할지라도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기업가라는 진로를 선택하면 부모님이나 

이성친구가 나의 진로선택을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기업가 진로와 관련된 진로장벽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Ⅴ표시를 해주십시오.

5 진로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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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C 문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기업가에 대한 진로 정보를 얻는 방법(어디에서, 어떻

게)을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기업가라는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떻게 해야 기업가라는 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기업가가 되는데 필요한 경영이나 창업과 

관련된 교육 정보를 얻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번

호
D 문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은

편이다

보 통

이 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1
나는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경영 

지식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경영 

기술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창업이나 경영과 관련된 실제적인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창업이나 경영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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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전공 계열은?

① 인문·사회 계열     ② 상경 계열     ③ 자연·공학 계열     ④ 예체능 계열

* 귀하의 세부 전공(학과)명은?                            

4.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④ 5학년 이상

5. 귀하가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는?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② 비수도권

6. 귀하는 대학 재학 중 창업을 실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다음의 문항들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가 해당하는

번호에 Ⅴ표로 응답하시거나 답변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응답한 개인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6 일반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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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가 대학 재학 중 학점을 부여하는 창업강의(전공/교양)를 수강한 횟수는?

① 0회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8. 귀하가 수강한 창업강의(전공/교양)의 강의명은?                                  

9. 귀하가 창업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다면, 강의 수강 동기는?

① 창업관련 지식 또는 기술 학습  ②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③ 전공 또는 필수 과목이라서  ④ 지인의 추천으로 

⑤ 특별한 이유 없음  ⑥ 수강 경험 없음

10. 귀하는 대학 재학 중 창업 동아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귀하가 창업 동아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참여 동기는?

① 창업관련 지식 또는 기술 학습  ②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③ 지인의 추천으로  ④ 특별한 이유 없음 

⑤ 참여 경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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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Barriers Factors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Alertness of Undergraduate Students

By Hanryeo Lim

Dissertation for the Doctor of Philosophy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9

Major Advisor : Chyul-Young Jyu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barriers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alertness. In 

order this purpose the difference of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in relatio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was analyzed. Second, the 

structural model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alertness,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were examined. Third, the direct 

relationship among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alertness,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was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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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alertness were investigated in relation to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alertness,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Fifth, 

the structural effects of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alertness of college students were 

examined for the moderating effects of economic difficulties, family / acquaintances 

opposition, lack of career information, and lack of knowledge / skill / experience as 

career barriers.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four-year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sampling size was set to 490 people in seven universities using stratification, 

clustering, and ratio sampling. The survey tools consisted of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alertness and economic difficulties, family / acquaintance opposition, lack of career 

information, and lack of knowledge / skills /experience. The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alertness measuring tools were selected and used according to the research 

context. All measurement tools have confidence and validity. The data was 

collected during May 2019, and 447 of the 490 questionnaires distributed were 

collected, and 445 of the collected 447 parts were excluded from the outliers 

for final analysis.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F-test were perform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5.0. In addition, Mplus 8.3 

was used to verify the goodness of fit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to 

analyze direct,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among variable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according to the inference statistics was judged based on .05.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ructural model of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alertness of college students reasonably predi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Second, the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alertness of college students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Thir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alertness have mediating effects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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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Fourth,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alertness, 

family / acquaintances, lack of career information, lack of knowledge / skill / experience

as moderating factors had moderating effects, and economic difficulties were 

moderated. It appeared to be ineffectiv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their gender, grade level, major, university 

location, number of start-up classes, and participation in start-up clubs. 

Through this, the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econd, the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alertness of college students are suitable to 

explai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have predictive validity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Through thi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alertness are suitable for predicting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it can be contributed 

as an important predictor in form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rd, in order to 

raise the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can promote the entrepreneurship of college students, 

which is explained by innovation, risk taking, and enterprising, and support them 

through education or related experiences so that they can be confident as 

entrepreneurs. need. It is also required to support them through education or 

work experience to increase the entrepreneurial alertness to explore, coalesce 

and evaluate information as a competency component required for entrepreneurs. 

Fourth, as a barrier to career, family / acquaintances opposition, lack of career 

information, and lack of knowledge / skill / experience have negatively regulated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in the process of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thus overcoming career barrier factors through policy development or 

education. There is a need for entrepreneurial career development support for 

college students to help them cope. For example, by providing appropriate career 

education in the process of forming an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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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to change the perception or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 

factors or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to eliminate the career barrier factors. On 

the other hand, economic difficulty was an independent variable, which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but the interaction 

effect with other variables was not significant.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did not appear because the government's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of university students is mainly focused on economic support. Fifth, 

as a result of conditional adjustment effect analysis, it was found that if th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was low, it was highly likely to feel negative 

control effect of career barrier factors in the process of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Therefor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can be seen as a variable that 

mitigates the negativ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formation 

process. Support is required.

Based on the result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the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ollege career education and policy are as follows. First, an 

entrepreneurial career development policy should b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and should be practiced in college 

career educa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licies that consider 

gender, university location, and majors. Second, career development support 

programs are needed to promote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alertnes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alertness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so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career development support program, rather than individual programs, will 

be more effective in promoting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for college student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crete and effective policies to help college 

students change their perceptions or attitudes, eliminate career barriers, or mitigate 

levels through appropriate career education interventions. In addition to economic 

support, it is also possible to provide ways to resolve conflicts with family or 

acquaintances who oppose entrepreneurial career, to help them fully recognize career 

information about entrepreneurial career, and to improve knowledge / skill/ 

experience related to entrepreneurship. Helpful education or work experience should 

be provided at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career development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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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longitudinal 

studies are needed to analyze the formation of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Second, as a variable influencing the career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a study that considers both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and the factor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career barriers and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is required. For example, by studying the culture 

and system of the university where a large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recent overseas studies, whether the culture or system of the Korean university 

is positivel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or negatively. You need to check that it is working. Third, a study 

is needed to verify whether education for promoting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involving college students has the effect of promoting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through improving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alertness. Fourth, in addition to the career barrier factors 

established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career barrier factors that 

negatively affect the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process and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career barrier factors. Fifth, based on the fact tha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differ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if multi-group analysis is conducted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nfluence among variables set in this study, 

the entrepreneurial career of college students It can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development.

Key Words : College Student Career Development,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Alertness,  

              Career Barriers Factors, Mplus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Model,  Structural Equation Control Model

Student Number : 2016-3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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