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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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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개인의 직업 경로 선택의 문제로 국한되어 접근되어 왔던 창업의 선택 문제를 정책과 
사회의 변인의 측면에서 확대시켜 접근하고자 했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은 창업의 성
공확률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잠재적 창업자가 창업을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정부의 정
책 유인뿐만 아니라 창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획득 가능한 수익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가 성
공한 창업자에게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양 변인을 축으로 본 연구는 
먼저 이론 모형을 구축했는데, 첫째,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모두 클 
경우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 의지가 확대되고 반대로 모두 낮을 경우 창업 의지는 최소화된다. 둘째,
정부가 적극적인 창업 지원 유인 정책을 펼치지 않더라도 창업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크면 클수록 
잠재적 창업자들은 창업의 성공확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셋째, 정
부는 항상 적극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소극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서도 창업 의
지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 양 변인의 조합에 따르는 실증분석 결과는 이론 
연구모형의 예측을 지지한다.

핵심어 : 창업, 취업, 정책유인, 사회가치, 성공확률 

Abstract
A decision making for becoming an entrepreneur is the function of the expected income from the 

entrepreneurial decision. If the expected income from the entrepreneurial decision is smaller than the 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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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from worker status, an individual is potentially intended to choose to maintain his work status. This 
paper aims at scrutinizing how individual specific entrepreneurial career path choice is affected by both 
governmental supports and societal values on entrepreneurship itself. Practically, governmental supports can 
expand the chance to earn successful entrepreneurial returns. For pursuing the purpose of the paper, a 
theoretic model is constructed, which produce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when both the 
governmental supports and the societal values on entrepreneurship are both high enough, then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choose to become entrepreneurs. Second, even under conservative government’s supports, 
individuals are responsive to the societal values as they can earn larger entrepreneurial compensations. 
Third, governments are able to sustain entrepreneurship taking advantage of conservative entrepreneurial 
policies. These theoretic predictions are supported by empirical evidences.

Keywords : entrepreneurship, worker, policy, value, probability 

Ⅰ. 서 론

창업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담보해 선택해야 하는 인생을 건 도박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직업 선택 경로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나 혁신적인 아

이디어를 상업화시키고자 하는 신생기업의 생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Hyytinena (2015)의 연구

는 창업이라는 직업경로가 반드시 개인적인 역량에만 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시한다. 현실

적으로 혁신적인 창업자는 자산 축적보다는 연구개발에 자원을 소모하려는 동기가 강해 경쟁상황

이나 경기변동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영전략상의 약점을 빈번히 노출하는 경향을 보인

다(Brown et al., 2012; Minetti, 2011). 더불어 인생을 건 도박이니 만큼 성공적인 창업은 반드시 

개인적 역량에 국한시킬 수 없고, 창업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킹 역시 

창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창업의 지속 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Roach et al,

2015; Nanda & Sørensen, 2010). 하지만 현실적으로 창업의 경로 선택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

로 창업자의 개인단위의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Dai et al., 2017;

Baron & Ensley, 2006). [1]-[9]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화되는 즉, 정부와 사회의 가치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인의 창업 경로 선택의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치에 접목시켜 

새롭게 접근하고자 한다. 창업을 개인의 선택문제로 국한시킬 경우 기대수익은 개인별로 자신의 

비즈니스 성공확률에 준해 결정될 것이나 정부의 정책이 반영될 경우 그 확률 확대될 수 있기에 

정부정책은 창업 경로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Baron & Ensley (2006)은 창

업은 신기술이나 시장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에도 영향을 크게 받게 됨을 지

적했다. 더불어 성공한 창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높을수록 창업의 기대가치는 확대될 것이 

이 또한 창업 의사 결정에 흥미로운 요소로 투입된다. Miao et al. (2017)은 기업가 정신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연계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발현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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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잠재적 창업자의 기대수익을 설정한 이후 정부의 정책 변수와 사회적 가치 변수를 

투입해 기대수익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의 정책 변수와 사회적 가치 변수를 적극적

인 수준과 소극적인 수준으로 구분해 어떠한 조합 하에서 잠재적 창업자의 기대소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적극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는 소극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의 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에 따른 제안들은 OLS (ordinary least squares)와 2SLS

(two stage least squares)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 장에서는 이론 모형을 구축하고, 제 3 장에서는 직

업 경로 선택의 이론 모형을 구축하고 균형점을 제시한다. 제 3 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시나리

오 분석 방정식을 설정한 후 제 4 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한다. 제 5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연구모형

2. 1. 창업 시나리오별 기대가치

창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라 할 때 창업자는 의 확률로 를 얻게 되고, 따라서 창업

자가 획득할 수 있는 기대소득은 로 주어진다. 창업자가 취업을 할 경우에는 고정소득은 으로 

주어지고, 잠재적 창업자가 창업과 취업 중 선택하는 가치 기준은 와 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을 만족한다면 개인들은 창업을 선택할 것이므로 자연적 확률에 준해 창업을 확산

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개인들은 반드시 창업을 선택하

지는 않을 것이고, 창업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는  의 가능성에 준해 창업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성공확률 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창업정책으로 정의하고, 정책효

과는 로 나타나는 것으로 상정한다. 즉, 창업자의 기술이나 노하우에 의한 본연의 성공확률이 

이고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의 효과는 로 발현된다. 이는 자연 상태 하에서 잠재적 창업자의 

성공확률이 로 주어질 때 정부의 정책효과는 로 선형결합을 하게 되어 창업의 성공확률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의 수준은 ∈으로 주어지고,  를 만족한다. 확률의 정의상 

≤   ≤ 를 만족한다. 즉, 정부는 와  중 정책지원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입

장에서는 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에 비해 보다 많은 자원을 소모해야만 하므로 정부는 과 

의 정책변수를 선택함에 있어 정책에 의한 기대가치를 고려해야만 한다.

정부의 정책 변수 이외에 잠재적 창업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창업에 대한 사회의 

가치 부여 수준이다. 창업자의 입장에서 의 확률로 를 획득하게 되지만 창업자에 대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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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는 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자체를 확대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한 마디로 성공한 창업자에 

대한 높은 명예나 지위를 부여하는 사회일수록 창업을 통한 기대수익이 확장되므로 창업을 선택하

기 쉬워지기 마련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보상의 수준을 외생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상정하고,

이 경우 로 정의한다. 즉, 는 의 확률로 획득할 수 있는 창업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나 성

공한 창업자에 대한 사회ㆍ문화적 환경이 성숙할수록 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는 창업자가 획득할 수 있는 물질적 보상 이외에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나 명예 등과 같은 

추가 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사회ㆍ문화적 환경 보상은 ∈로 주어지고,  로 주어진

다. 와 의 조합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성립하는데, 와 의 조합에 따라 잠재적 창

업자에게 부여되는 기대수익은 (1)-(4)로 주어진다.

   (1)

  (2)

  (3)

 (4)

Proposition 1은 정부의 지원정책과 창업에 대한 사회의 가치 부여 수준이 모두 높을 때 창업자

의 기대수익이 가장 커지게 된다는 점을 적시한다. 더불어 와  하에서 창업자의 기대수익이 가

장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와  중 하나의 정책변

수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Proposition 1. 와 의 조합이 창업의 기대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와  조합 하에서 잠재적 

창업자의 기대수익은 최소화된다.

증명. (1)에서 (2)를 빼면     을 만족하고, (1)에서 (3)을 빼면 

    을 만족한다. (2)에서 (4)를 빼면     를 만족하고 

(3)에서 (4)를 빼면    를 만족하므로 (1)은 (2), (3), 그리고 (4)보다 크다. Q.E.D.

2.2. 창업 지원

본 연구에서는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중 가 개인의 성공확률 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실적으로 창업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질 경우 잠재적 

창업자들은 개인 고유의 성공확률 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정책에 동시에 반응하기 마련이고 

그러하기에 사회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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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를 지원하는 정부와 창업의 성공확률 가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로 정의하고자 하고, 그 정의상  ≥ 을 만족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가 을 선택할 경우 이

러한 시너지 효과는 창출되지 못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1)과 (2)는 (5)와 (6)으로 재정의 된

다.

   (5)

  (6)

Proposition 1에 준해 와 의 조합이 창업 의지를 최대화시키게 된다는 점은 분명하나 와 

는 각각 다른 성격의 변수라는 점은 인지되어야 한다. 즉, 정부의 입장에서 는 주어진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는 정부의 선택변수다. 다만 여기서 주지할 점은 우선적으로 정부가 를 제

공하기는 하되 재원을 최소화시키려는 강한 유인을 갖게 된다는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실 속에서 개인들은 창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창업을 선택할 수 있

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을 만족해야만 한다. 중요한 점은 정부가 

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취업 시 고정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기대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정책목표

로 삼을 것이라는 점이다.

Proposition 2는 성공한 창업자에 대해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 수준이 창업을 확산시키려는 정부

의 정책에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적시한다. 즉, 창업에 대한 사회가치가 커지면 커질수

록 보다 높은 수준의 창업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 창업자들은 설령 정부가 낮은 수준의 창

업 증진 정책을 선택할지라도 창업을 선택할 유인이 확대된다.

Proposition 2. 창업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크면 클수록 잠재적 창업자들은 창업의 성공확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이 소극적일지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증명.  ≥ 조건 하에서  ≥


를 만족한다. 만약 이 증가하면 잠재

적 창업자는 보다 낮은 에서도 창업을 선택할 유인이 확대된다. Q.E.D.

한편 정부의 입장에서 창업에 대한 사회가치 변수 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효과인 만큼 이를 

주어진 조건으로 인식한 후 와  중 정책 변수를 선택해야 하는데, 정부는 (7)의 조건을 만족하

는 를 찾아내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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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을 통해 도출된 Proposition 3은 국가의 발전 수준과 무관하게 각 국의 정부가 창업을 진흥하

려고 하는 정책들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여실히 보여준다. 즉, 창업을 통해 취업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고정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기대소득을 성립시키는 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는 

예산제약에 시달리는 정부일지라도 자신의 제약조건 하에 창업 진흥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을 적시한다. 이 점은 후진국의 정부 역시 창업을 진흥하고자 한다는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Proposition 3.  ≥과  ≥


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 존재한다.

증명. (7)을 정리하면  ≥을 얻게 되는데,  ≥


의 조건식과 함께 정부

가 선택 가능한 을 구성한다. [그림 1]은 두 가지 조건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을 로 표시한 

것으로 정부는 점선으로 표시된 선을 따라 을 설정하게 된다.

                                        Q.E.D.

[그림 1] 창업 지원 정책의 설정 구간

[Fig. 1] The Feasibility of Entrepreneurial Supportive Policy

[그림 1]은 정부가 선택 가능한 의 전 구간을 설정하는데, 각 는 창업의 성공확률 에 상응

하는 것으로 A구간에서는 설령 로 창업에 대한 사회가치 수준이 낮더라도 이러한 제한된 사회 

가치적 조건에서 창업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Ⅲ. 실증분석

3.1.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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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서 발간하는 2013

Global Individual Level Data로 해당 데이터는 미국 내 창업 관련 전문가 집단에게 서베이를 한 

횡단면 자료에 해당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상 GEM NEC 데이터 첫째, GEM이 공적으로 발간

하는 횡단면 자료로써 공신력이 매우 높고, 둘째,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인 단

위의 편의 발생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셋째, 총 292개 항목에 달하는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장점을 갖는다. 특히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성공 확률 보상과 부채 보상에 관련한 

정보를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부합한다.

3.2. 모형 구축

(7)은 창업과 관련해 성공한 창업자가 가지는 보상과 정부의 시스템적 지원이라는 두 가지 조합

과 결부해 어떠한 시나리오 하에서 창업을 선택하기 쉬울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NEC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창업 전환과 관련된 항목이 충분치 않은 만큼 해당 변수

를 통해 최대한의 시사점을 추출하는 것이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7)에서 독립변수 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업자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직업

경로로 간주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 

 , 
 , 그리고 

 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시나리오 조합을 위해서는 와 를 사용했는데, 먼저 는 새로운 신생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정도를 측정하고, 구체적으로 창업 컨설팅을 포함해 창업 지원 에이전시

에 대한 시스템적인 지원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변수다. 따라서 가 활발히 진행될수록 창업자

들의 성공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갖는다. 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성공한 창업자

의 경우 높은 수준의 명예와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가 높을수

록 잠재적 창업자들은 보다 높은 창업의 기대수익을 확신하게 되고 따라서 창업을 선택할 개연성

이 매우 높다.

시나리오를 조합하기 위해서는 양 변수를 통해 설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한조건에서 시나리오

를 구성하는 최선의 선택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초래하지 않음과 동시에 자유도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더미변수 조합을 설정하는 것이다. 즉, 와 를 더미변수로 전환해 모형의 자유도를 유

지하면서 시나리오 조합에 따르는 회귀계수를 획득해 어떠한 시나리오 조합에서 창업을 선택하기 

쉬운 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7)

시나리오 조합을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첫 번째 단계로 5점 척도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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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와 를 더미변수로 전환시켜야 한다. 즉, 와  각 변수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

다 높을 경우 높은 수준으로 간주하고 평균보다 낮을 경우 낮은 수준으로 간주해 각각 1의 값을 

주는 더미 변수를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는 
 그리고 

 의 두 가지 더미변수 그리고 

는 
 그리고 

 의 두 가지 더미 변수를 산출하는데, 이들 더미변수의 조합을 통해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고, 이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표 1] 와 의 조합에 따르는 시나리오 구성

[Table. 1] The Scenarios by the Cominbations of  and 

변수 정의 설명


 

 *
 창업 관련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과 성공적인 창업 

거둘 경우 기대되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모두 높음


 

 *
 창업 관련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은 높지만 성공적인 

창업 거둘 경우 기대되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낮음


 

 *
 창업 관련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은 낮지만 성공적인 

창업 거둘 경우 기대되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높음


 

 *
 창업 관련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과 성공적인 창업 

거둘 경우 기대되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모두 낮음

는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 안전망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통상적으로 고용 안정망이 높을수록 

창업 의지가 약화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는 창업자가 재료 공급원이나 컨설턴트 혹은 

비즈니스 계약 안정망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창업의 인프라를 측정한다. 창업 

인프라의 경우 역시 창업 의지에 정(正)의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7)의 선형방정식을 추정

함에 있어 화이트 표준편차 (White standard error)를 통해 신뢰도를 판정할 것인데, 화이트 표준

편차는 이분산성을 교정해 가설검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3.3 실증분석 결과

[표 2]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Proposition 1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과 성공한 창업자에게 부여되는 명예와 지위의 수준 모두 낮은 
 에 비해 

모두 높을 경우 유의적인 수준에서 창업 선호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이 높고 성공한 창업자에게 부여되는 명예와 지위의 수준 낮은 경우와 반대로 정부차

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이 낮고 성공한 창업자에게 부여되는 명예와 지위의 수준 높은 경우에 

비해 모두 높을 때 창업 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Proposition

1은 지지된다.

다음으로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과 성공한 창업자에게 부여하는 사회의 가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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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대적으로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이 창업 의지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의한 수준에서 정(正)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은 설령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 수준이 낮을지라도, 사회가치가 높을 경우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Proposition 2를 지지한다.

다음으로 고용인에 대한 직업 안정성은 예상과 같이 창업 의지에 일견 부(負)의 효과를 미치고

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비유의적일지라도 부(負)의 효과가 발

현된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창업 인프라는 예상과 부합하게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수준

에서 정(正)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OLS: 시나리오 분석

[Table. 2] OLS: Scenario Analysis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3.1899***

(0.0920)
3.5303***
(0.0939)

3.2667***
(0.1238)


 3.0835***

(0.0834)
3.4133***
(0.0891)

3.1834***
(0.1163)


 2.4723***

(0.0965)
2.7914***
(0.1062)

2.5529***
(0.1305)


 2.3332***

(0.0790)
2.6561***
(0.0935)

2.4304***
(0.1146)

 - -0.0381
(0.0246)

-0.0377
(0.0249)

 0.0735***
(0.0251)

- 0.0842***
(0.0262)

R2

관측치
0.8987
1,770

0.8973
1,701

0.8981
1,655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 모형은 첫째,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효과에 따르는 창업 성공 확률 유인과 사회

에서 부여하는 창업의 가치 변인이 모두 높을 때 창업의 기대수익이 가장 크고 따라서 창업의 유

인이 가장 확대된다는 점을 알려준다. 특히 양 변인 모두 낮을 경우에는 창업 의지가 가장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둘째, 성공확률 유인이 높고 창업자원 유인 낮은 경우와 성공확률 

유인이 낮고 창업자원의 유인이 높은 경우는 조건부적 확률에 준해 창업의 기대수익이 결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성공한 창업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크게 부여될수록 창업자들은 정부

의 정책 효과에 크게 반응하게 된다. 이는 창업을 통해서 획득 가능한 소득 수준에 사회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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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기 때문으로 창업을 진흥시키고자 할 경우 창업에 대한 사회의 가치 수준을 향상시키는 환

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정부는 적극적인 창업 진흥정책 뿐만 아니라 소극적 정책을 

통해서도 정책 효과를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는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론모형의 예측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첫째, Proposition

1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 지원과 사회의 가치가 모두 높을 경우 창업 의지가 가장 크

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설령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이 소극적일지라도 성공한 창업

자에 대한 사회의 가치 수준이 높을 경우 창업 의지는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 체계의가 소극적인 수준일지라도 창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높을 경우 창

업의지가 높아지므로 Proposition 2의 제안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넷째, 창업인프라는 유의적인 수

준에서 창업 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 시의 직업 안정성은 창업 의지를 저하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양 요인과 관련된 정책 변수를 고려해 세분화된 접근이 시도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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