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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확산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술융합의 시대와 함께 대학 창업교육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기술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학습자 중심의 인식과 요구도를 

IPA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창업교육 콘텐츠의 중요도와 성취도는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

자의 희망진로, 전공계열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교육콘텐츠 요구도를 보였다. 취업 희망 수강생들은 실무 능력과 관련된 교

육, 창업 희망 수강생들은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학습자들의 응답을 

범주화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창업교육 인식에 대한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요구 분석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교육콘텐츠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recent spread of global pandemic due to COVID-19 has brought about a major change throughout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iversity with the era of new technology convergence 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analyzed the 
student-centered perception and educational needs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for students using IPA 
analysis. According to the study,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tents. In particular, they showed different educational needs depending on the students' preferred 
career path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major. Furthermore, as a result of conducting frequency analysis by categorizing 
students' responses, the main factors of online entrepreneurship education were derived. Finally, This study presented practical 
implications as a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tents through an analysis of 
student-centered educational needs in an online educ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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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설명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창업교육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 합동 ‘대학

창업5개년계획’에 의거, 각 대학들은 창업교육센터 설립 및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마련하여 창업교육에 있어 ‘누가(Who), 무엇

(What)을 가르쳐야 하는가’ 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

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 대학 창업강좌 개설현황을 살펴보면 

1992년 28개 대학을 시작으로 2017년 313개 대학에서 11,828개 

강좌가 개설되어 양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1].
이러한 창업교육의 확대 노력에도 창업교육의 질적 체계 및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창업교육은 ‘기업가적 태도와 기술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

으로 설명할 수 있다[2]. 창업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어왔지만, 개인의 성향과 관계

없이 어떠한 형태의 교육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3].
일반적으로 창업교육은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다[4]. 그러나  최근 창

업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기업가적 행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얻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로 인해 변화되고 있다

[5]. 이러한 이유로  대학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미래 진로선택

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권장되고 있다. 아
이디어 발굴에서 창업 그리고 벤처기업 성장관리에 이르는 다

양한 역량을 경험할 수 있다[6]. 더 나아가 창업교육은 실무적 

창업스킬 함양과 함께 지역사회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7].
이와 같이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는 많은 선

행연구들을 통해 대학 창업교육은 잠재력 있는 청년창업가의 

발굴 및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해 졸업 후 진로를 설정

하는 선행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8]-[11].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빅데이터 등 혁신기

술의 융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제품, 서비스가 고도화 되어 사회

경제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신기술 

기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술기반 창업이 떠오르

고 있다. 창업교육은 혁신과 미래지향적 사고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르칠 필요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12].
고용창출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기술기반 창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연구에서도 혁신기술을 이해하고 새로운 

창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창업 교육프로그램 개

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3]-[14].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사태는 우리사회 전

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대학 교육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창업교육이 시행되고 있다[15]. 이에 온라인 창업교육의 중요성

을 제기하고 만족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16]-[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의 비대면 상황에서 기술창업 

교육의 콘텐츠 구성 및  학습자 관점의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창업교육에 대한 학습자 관점의 인식과 

요구도를 분석하고 전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목표로 시도

되었다. 구체적으로  창업교육 콘텐츠의 중요도와 성취도 분석

(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

출하여 학습자의 교육 니즈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학기

말 종료시점에서 작성한 강의평가 및 성찰 내용을 구분하고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창업교육의 개선 방안에 관한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습자가 인식하는 기술기반 창업교육 콘텐츠의 중요

도와 성취도의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기술창업교육의 세부 커리큘럼 가운데 학습자의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학습자 특성에 따라 세부 커리큘럼의 교육 요구에 차

이가 존재하는가?
넷째, 온라인 기술창업교육을 수강한 학습자들의 반응은 어

떠한가?

Ⅱ. 연구설계

2-1 창업교육콘텐츠

기술기반 창업교육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프로세스에 초점을 두는 점에서 일

반적인 창업교육과 구별된다[18]. 기술창업의 성과와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면서 기술창업 교육콘텐츠와 커리큘럼 개

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19].
Marshall 외(2006)은 USF(University of South Florida)에서 운

영하는 기술창업교육의 사례를 분석한 바 있다. 기술기반 창업

교육 커리큘럼은 기회 인식, 기술 및 시장 평가, 제품 개발, 사업

계획 수립, 새로운 벤처 설립, 자금조달을 포함해야 하며 성공적

인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20]. Kazakeviciute 외((2016)은 KTU(Kaunas University of 
Technology)의 기술창업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의 

지식, 역량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여 교육효과를 분석하였

다[21].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지식에 대한 측정항목을 도

출하고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에 대한 개념, 창의성과 창의적 기

술, 현장 팀워크에 대한 지식, 린스타트업 방법론에 대한 인식,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개념,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지식재산권

의 총 8개 항목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 후 8개 항목 모두 

수강생의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나 교육 효과를 입증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변영조 외(2018)의 창업주기별 온라

인 창업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온라인 창업교육 플

랫폼인 창업에듀의 기술창업론 16개 과목을 제시하였다[22]. 
세부 커리큘럼으로는 4차산업혁명과 기술창업, 기술창업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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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기업가정신, 창업기회 발견과 아이디어 개발, 실현 가능

성 검증, 지식재산권, 비즈니스모델과 린스타트업, 사업계획서 

작성, 팀워크, 기술창업마케팅, 자금조달, 출구전략과 실무 등

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학창업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창업강좌의 핵심키워드를 도출하여 분석한 결과, 기술창업을 

키워드로 하는 강좌는 1.8%에 불과하였다. 이는 기술창업의 중

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시점에서 전문 교육콘텐츠의 개발 및 관

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 기술창업 교육콘텐츠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

기 위해 2020년 가을학기에 온라인으로 개설된 창업교과 수강

생을 대상으로 중요도-성취도를 질문하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창업교

육콘텐츠의 중요도와 성취도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였다. 대응표본 t-검정으로 창업교육콘텐츠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고, 4분면 매트릭스로 표현하여 개선해야 하는 

교육콘텐츠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는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

을 도출할 수 있는 분석법으로, 연구대상이 인식하는 다양한 요

인을 단순화하여 세부적 내용을 가시적으로 도식화함으로써 

실무자들도 연구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23]-[24]. 각 분면

에 배치되는 항목에 따라 Ⅰ사분면은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높은 영역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영역이다. Ⅱ사분면

은 중요도가 높으나 성취도가 낮은 영역으로  최우선의 개선 노

력이 요구된다. Ⅲ사분면은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낮게 나타

나는 영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될 사항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낮은 Ⅳ사분면은 과잉지양에 해당되

는 속성으로, 현재 투입되는 노력에 고려가 필요한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콘텐츠의 14개 요인의 IPA 매트릭

스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인식하는 기술기반 창업교육콘텐츠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고, 대학 창업교육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교육콘텐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3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 기술기반 창

업교육의 학습자 교육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
강 전 교육콘텐츠별 중요하게 인지했던 수준과 수강 후 성취도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여 창업교육의 우선 개선사항을 도출하

였다. 연구대상은 수도권 D 대학의 창업기초 교과인 ‘기술창

업’ 강좌의 수강생으로, 학습자 376명을 대상으로 회수된 360
부 중 불성실 응답 9부를 제외하고 35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전공계열, 희망진로

를 나눠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95 56

Female 156 44

Grade

Freshman 228 65

Sophomore 71 21

Junior 26 7

Senior 26 7

Major
Department

Humanities & Social Sciences 100 28

Natural Science 5 1

Management 14 4

Engineering 203 58

Arts & Physical 23 7

Other 6 2

Career 
Preferences

Employment 240 68.4

Startups 63 17.9

Enrollment 37 10.5

Other 11 3.1

Total 351 100

성별은 여성(44.4%)보다 남성(55.6%)이 많았고, 1학년이 

65.0%의 비율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공에서는 공학

계열의 비율이 57.8%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희망진로로 취

업을 고려하는 학생 또한 68.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술기반 창업교육 프로그램에서 세부 콘텐츠의 측정도구

를 추출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

구대상 교과인 ‘기술창업’ 강좌에 적용하였다.

2-4 측정도구

표 2. 기술창업 교육콘텐츠 세부내용

Table 2. Contents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ducation

Week Contents

1 Understanding Entrepreneurship

2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as a Career

3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Entrepreneur

4 Trend Research and Analysis

5 Creative Thinking Techniques

6 Empathy to Understand Customers

7 Define Customer Needs and Insight

8 Solving Problems with Idea

9 Market Validation with Idea

10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1 Understanding the patent application process

12 Business model Analysis

13 Preparation of Business plan

14 Presentation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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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창업교육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개발한 ‘대학 창업교육 표준 매뉴

얼’을 참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교내·외 창업교육 전문 교수

진의 자문을 통해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다음의 [표 2]와 같

이 14개 세부항목을 바탕으로 IPA 분석을 위해 수강 전 중요도

와 수강 후 성취도를 Likert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 구조화된 설문 문항을 추가하여 강좌

의 좋은 점, 개선할 점 등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강생들

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문항

의 응답을 질적 자료로 활용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기술창업 교

육에 대한  학습자 중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결과

3-1 창업교육콘텐츠 인식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차이 분석

수강생의 기술창업 교육콘텐츠 인식에 대하여 중요도와 성

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

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측정문항에 대한 중요도 평균값은  5.99에서 6.54 사이로 

나타나 창업교육콘텐츠 측정문항 전반에 대해 대체적으로 중요하

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취도에 대한 평균값은 6.70
에서 7.24로 나타나 모든 측정값에 있어 중요도에 비해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을 확인했다.

표 3. 중요도와 성취도 차이 t-검정 결과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sults of t-test

Con
tents

Importance Performance Importance 
- 
Performance

t
Mean SD Mean SD

1 6.24 2.140 6.93 2.518 -.695 -7.209***

2 5.99 2.269 6.79 2.577 -.798 -9.088***

3 6.38 2.294 7.23 2.562 -.849 -9.711***

4 6.53 2.354 7.19 2.598 -.658 -6.829***

5 6.47 2.337 7.00 2.527 -.530 -5.685***

6 6.29 2.236 7.12 2.587 -.832 -9.566***

7 6.40 2.318 7.13 2.574 -.721 -8.447***

8 6.53 2.322 7.24 2.612 -.709 -8.032***

9 6.30 2.336 7.13 2.573 -.835 -9.132***

10 6.54 2.312 7.14 2.596 -.604 -6.935***

11 6.03 2.348 6.72 2.621 -.689 -7.747***

12 6.05 2.289 6.85 2.565 -.803 -8.524***

13 6.31 2.072 6.70 2.611 -.387 -3.815***

14 6.32 2.125 6.88 2.626 -.561 -5.414***

Total 6.31 1.980 7.00 2.399 -.691 -9.860***

*** : p<0.001

14개 항목 간의 중요도-성취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기업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콘

텐츠로 -.849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아이디어의 시장 검증

(-.835), 공감을 통한 고객 이해(-.832)가 뒤를 이었다.

3-2 창업교육콘텐츠 IPA 매트릭스 분석

항목별 중요도와 성취도의 차이를 검증하고 기술기반 창업 

교육콘텐츠 요구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를 분석하여 그 결과는 [그림 1] 같다. 중요도, 성취도 

분석의 기준은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중요도 평균값은 6.30, 
성취도 평균값은 7.01이다.

분석 결과, 각 항목은 Ⅰ~Ⅳ사분면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 노력이 필요한 Ⅱ사분면에는 

창의적 사고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프레젠테이션 스킬의 

3개 항목이 위치하였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와 프레

젠테이션 스킬은 모두 중요도 값이 평균과 가깝게 분포되어 있

으며, 창의적 사고방법 또한 성취도의 평균값에 근접하게 위치

하고 있다.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높은 Ⅰ사분면에는 기업가

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 트렌드 조사·분석, 고객 니즈 및 인사이

트 정의, 문제해결 아이디어 도출, 지식재산권의 유형과 중요성

의 5개 항목이 나타났다.
중요도는 낮으나 성취도가 높아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

다고 판단되는 Ⅳ사분면에는 공감을 통한 고객 이해, 아이디어

의 시장 검증의 2개 항목 중요도의 평균값에 근접하게 위치하

였다.  마지막으로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낮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요구되지 않는 Ⅲ사분면에는 기업가

정신의 이해, 진로선택으로서 창업에 대한 이해, 특허 출원 과

정의 이해, 비즈니스모델 분석의 4개 항목이 나타났다.

그림 1. 기술창업 교육콘텐츠 IPA 매트릭스

Fig. 1. IPA Matrix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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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자 특성별 창업교육콘텐츠 요구 분석

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기술기반 창업교육콘

텐츠에 대한 요구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희망진로와 

전공계열별로 IPA 매트릭스를 도출하였다.

1) 희망진로에 따른 창업교육콘텐츠 요구 분석

먼저 희망진로를 취업과 창업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취업을 

희망하는 수강생들은 창업교육콘텐츠에 대한 중요도 평균값은 

6.21, 성취도 평균값은 6.95로 전체 연구대상의 평균값보다 미

세하게 낮게 나타났다. 창업교육콘텐츠 인식에 대한 IPA 매트

릭스는 [그림 2]와 같다.
중요도가 높고 성취도가 낮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Ⅱ

사분면에는 기업가정신의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프레젠

테이션 스킬이 위치하였다.  중요도와 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Ⅰ

사분면 영역은 기업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 트렌드 조사·분
석, 창의적 사고방법, 공감을 통한 고객 이해, 고객 니즈 및 인사

이트 정의, 문제해결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의 시장 검증, 지
식재산권의 유형과 중요성의 8개 항목이 나타났다.  이외 진로

선택으로서 창업에 대한 이해와 특허 출원 과정의 이해, 비즈니

스모델 분석의 3개 항목은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낮게 나타

나 Ⅲ사분면에 위치하였다.

그림 2. 취업희망 수강생의 창업교육 콘텐츠 IPA 매트릭스

Fig. 2. IPA Matrix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tents by Employment Preference

그림 3. 창업희망 수강생의 창업교육 콘텐츠 IPA 매트릭스

Fig. 3. IPA Matrix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tents by Startups Preference

창업을 희망하는 수강생들의 창업교육콘텐츠 중요도 평균

값은 6.80, 성취도 평균값은 7.39로 나타나 전체 연구대상의 평

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IPA매트릭스를 구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최우선 고려영역인 Ⅱ사분면에는 진로선택으로서의 창업에 

대한 이해, 창의적 사고방법, 고객 니즈 및 인사이트 정의, 특허 

출원 과정의 이해, 비즈니스모델 분석의 5가지 항목이 위치하

였다.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평균 이상의 값을 보이는 Ⅰ사분

면에는 트렌드 조사·분석, 문제해결 아이디어 도출, 지식재산

권의 유형과 중요성의 3개 항목이 나타났다. 중요도는 낮지만 

성취도가 높은 과잉영역 Ⅳ사분면에는 기업가의 윤리와 사회

적 책임, 공감을 통한 고객 이해, 아이디어의 시장 검증, 프레젠

테이션 스킬의 4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중요도와 성취도가 낮

은 저순위 영역에는 기업가정신의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의 2개 요인이 나타나 Ⅲ사분면에 위치하였다.
희망진로별 창업교육콘텐츠를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취업 

희망 수강생들은 상대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과 프레젠테이션 

스킬과 같은 실무 능력과 관련된 교육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다르게 창업을 희망하는 수강생들의 경우, 진로의 대안으

로서 창업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실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역량과 관련된  창의적 사고방법과 고객 니즈 

분석, 비즈니스모델 분석 등의 항목이 뒤를 이었다.

2) 전공계열에 따른 창업교육콘텐츠 요구 분석

다음으로는 수강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창업교육콘텐츠 요

구를 파악하기 위해 공학계열과 비공학계열로 나누어 IPA 매
트릭스를 구하였다. 공학계열 수강생들의 창업교육콘텐츠에 

대한 중요도 평균값은 6.66, 성취도 평균값은 7.52로 전체 연구

대상 평균값에 비해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14개 

세부항목의 IPA 매트릭스는 [그림 4]과 같다.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는 Ⅱ사분면에는 창의

적 사고방법의 1개 항목이 위치하였고, Ⅰ사분면에 위치한 기

업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 트렌드 조사·분석, 창의적 사고방

법, 고객 니즈 및 인사이트 정의, 문제해결 아이디어 도출, 지식

재산권의 유형과 중요성의 6개 항목은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중 공감을 통한 고객 이해, 고객 니즈 및 인사

이트 정의 2개 항목은 중요도 평균값에 근접하게 분포되어 있

으며 기업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 항목은 평균선 위에 위치하

였다.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낮은 값들이 위치하는 Ⅲ사분면

에는 기업가정신의 이해, 진로선택으로서 창업에 대한 이해, 특
허 출원 과정의 이해, 비즈니스모델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실

무, 프레젠테이션 스킬의 6개 항목이 나타났다.
비공학계열 수강생들의 창업교육콘텐츠에 대한 중요도 평

균값은 5.82, 성취도 평균값은 6.30으로 전체 연구대상의 평균

값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비공학계열 수강생들의 

창업교육콘텐츠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IPA 매트릭

스는 [그림 5]와 같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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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계열을 전공하는 수강생에 비해 세부항목들이 더 넓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육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

할 수 있는 Ⅱ사분면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스킬

의 2개 항목이 위치하였다. Ⅰ사분면에는 기업가의 윤리와 사

회적 책임, 트렌드 조사·분석, 창의적 사고방법, 고객 니즈 및 

인사이트 정의, 문제해결 아이디어 도출, 지식재산권의 유형과 

중요성의 6개 항목이 나타났다.
과잉 투자 영역인 Ⅳ사분면 기업가정신의 이해, 진로선택으

로서의 창업에 대한 이해, 특허 출원 과정의 이해, 비즈니스모

델 분석의 4개 항목이 위치하였고 다음으로 공감을 통한 고객 

이해, 아이디어의 시장 검증의 2가지 항목이 저순위 영역인 Ⅲ

사분면에 위치하였다.

그림 4. 공학계열 수강생의 창업교육 콘텐츠 IPA 매트릭스

Fig. 4. IPA Matrix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tents by Majoring in Engineering

그림 5. 비공학계열 수강생의 창업교육 콘텐츠 IPA 매트릭스

Fig. 5. IPA Matrix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tents by Majoring in 
Non-Engineering

3-4 창업교육콘텐츠 수강생 피드백 분석

표 4. 기술창업교육 수강 후기 분석 결과

Table 4. Feedback Analysis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tents

Classification Response Contents %

Positive
Feedback

Understanding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as a Career

27

Enhancemen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12

Satisfaction with Educational Contents 11

Convenience of Online Learning 9

Negative
Feedback

Technical Limitations of Online Learning 19

Dissatisfaction with Educational Contents 12

Level of Individual Educational Needs 7

Difficulty of learning flow 6

Total 100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기술한 

수강 후기는 유사 응답을 범주화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을 나누어 각 4개의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긍정적인 응답을 살펴보면, 기술창업교육 후 27%의 수

강생들은 기업가정신과 진로로서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들은 대부분 현실에서 얻기 힘든 창업과 관

련된 지식 습득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이해하고 창업에 대한 관

심을 환기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생각해본 적도 없었기에 

크게 강좌에 대해 기대하는 게 없었으나 오히려 생각한 것보다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비 창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부

분이 충분히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강좌에서 듣지 못했던 새

로운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수강생 A)

두 번째, 12%의 수강생들은 창업 역량에 대해 학습할 수 있

었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본 단계

의 창업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며 실제 창업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

다는 점에서 창업교육의 방향성을 시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다.

창업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창업이 무엇인지, 어떤 역량이 

중요시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제를 통해 나의 어떤 역

량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아보고 창의적 사고기법인 design 
thinking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수강생 B)

세 번째, 11%의 수강생들은 창업교육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

를 강조하여 기술하였다. 이는 강의시간의 적절성, 다양한 전문

가와 강의 참고자료의 활용, 사례 중심의 케이스스터디 진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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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유로 창업교육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수강생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명료하고 재미있는 최고의 수업입니다. 여러 관점으로 창업

에 대해 바라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여러 분야의 교수님, 
교육자분에게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친
절한 설명과 함께 중간의 선배창업가 인터뷰, 영상 등으로 사례

를 들어주셔서 학습효과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 C)

마지막으로 9%의 수강생들은 온라인 수강의 편의성, 즉 시

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수강 가능한 점을 만족 요인으

로 제시하였다.

온라인 강좌가 단점이 있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강의 같

습니다. 수강 중에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서 조금 불편하지만 

온라인으로 강의를 언제든지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점, 사례를 

중심으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학습 방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강생 D)

다음으로 수업 개선점을 중심으로 기술한 부정적인 응답을 살

펴보면, 19%의 수강생들은 온라인 환경의 기술적 한계로 수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는 9%의 수강생들이 온라인 수강의 

편의성을 만족 요인으로 응답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로, 온라인 수

업 플랫폼의 오류와 영상의 화질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강의 내용은 좋지만 강의를 듣는 플랫폼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 가끔 갑자기 영상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전체화면

으로 보면 화질이 깨진 후 복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수강생 E)

두 번째, 12%의 수강생들은 교육콘텐츠에 있어 최신 사례나 

트렌드가 반영되지 못한 점, 코로나로19 감염병으로 인한 상황

을 고려하지 않은 활동형 과제에 있어 부정적인 피드백을 기술

했다. 이에 대한 수강생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사회가 빨리빨리 변하는 만큼(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창
업의 중요도와 문제 해결 방법,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이 다를 

것 같다. 강좌 영상 촬영 시점이나 사례들을 트렌드에 맞춰 업

데이트해주셨으면 좋겠다. (수강생 F)

세 번째, 7%의 수강생은 수강생별로 창업에 대한 관심, 희망

진로 등 수준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콘텐츠를 불만족 요

인으로 응답했다. 교양강좌의 특성 상 다양한 학년과 전공이 분

포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생 별로 진로에 대한 관심도에 차이가 

있으며, 희망진로 또한 상이하다. 단계별 창업교육 콘텐츠로 학

생별 수준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응

답은 다음과 같다.

창업에 관심이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포부로 가득 찬 1학
년이 듣기에는 좋은 과목으로 보이나, 이미 현실과 타협의 경계

선에 서있는 3~4학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강좌로 생각한다. 
기초강의는 특강으로 운영하고 심화과정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수강생 G)

마지막으로 학습 몰입을 위한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제시한 

6%의 수강생들은 비대면 수업진행 방식에도 팀 활동과 대면 만

남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수업방식으로는 집중에 한계

가 있으며, 창업교육은 실제 교육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중

요하다는 점을 들어 온라인 수업에서도 대면 수업의 병행을 건의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내용의 일부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아쉬운 것은 인터넷 강의로만 진행된 점입니다. 저는 리더십

과 사회성은 시청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
영상이 아닌 쌍방이 소통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

니다. (수강생 H)

이와 같은 수강생들의 피드백은 창업교육 콘텐츠 개선에 있

어 중요한 질적 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교육 기획 및 운영 시 개

선사항을 도출하는 데 있어 방향성을 제공한다.

Ⅳ. 결  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의 확산은 4차산업혁명

이라는 새로운 기술융합의 시대와 함께 대학교육 전반에 걸쳐 급

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창업교육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창업교육은 교수자와 학습

자 및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기술창업교

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 중심의 인식과 요구도를 분석하고

자 중요한 속성과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의 속성을 비교 

분석하는 중요도-성취도 분석(IPA)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구체

적으로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부 창업교육 콘텐츠의 모든 항목들에서 성취도의 평

균이 중요도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성취도와 중요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

나는 항목은 기업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 아이디어와 시장 검

증, 공감을 통한 고객 이해의 순위로 3개 항목은 학습자들이 중

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성취를 보인  

교육 콘텐츠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술창업교육의 세부 교육 콘텐츠 중에서 학습자의 교

육 요구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IPA 매트릭스의 집중투자 영역

에 위치한 창의적 사고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프레젠테이

션 스킬로 나타났다. 다학제 전공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창업강

좌의 특성 및 대다수 취업 진로를 희망하기 때문에 진로선택의 

공통적인 실무적인 역량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에 대한 요구도

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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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습자 특성에 따른 교육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교

육 우선순위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희망진로를 취업과 창업으

로 구분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수강생들은 기업가정신의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프레젠테이션 스킬 부문에 교육 요구도

가 높았다. 이에 반해, 창업을 희망하는 수강생들은 진로로서 

창업에 대한 이해, 창의적 사고방법, 고객 니즈 및 인사이트 정

의, 특허 출원 과정의 이해, 비즈니스모델 분석의 5가지 부문의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희망진로별 창업교육콘텐츠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취업 희망 수강생들은 사업계획서 작성과 프레젠테이션 스

킬과 같은 상대적으로  취업 실무 능력과 관련된 교육 요구가 높

게 나타났지만 창업을 희망하는 수강생들은 진로의 대안으로 창

업을 고려하기 때문에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콘텐츠 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강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창업교육콘텐츠 요구를 파악하

기 위해 공학계열과 비공학계열의 IPA 매트릭스를 구한 결과, 
공학계열 수강생들의 중요도와 성취도 값이 비공학계열 수강

생들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공학계열 수강생들

의 경우 창의적 사고방법 1개 항목에 대해서만 교육 요구 우선

순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비공학계열 수강생들은 사업계획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스킬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학습자의 다양한 특

성을 반영하여 단계별 맞춤형 창업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온라인 기술창업교육을 수강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

펴보고자 응답을 범주화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긍정 후

기와 부정 후기가 도출되어 주요 인식 요인을 확인하였다. 긍정

적인 응답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진로로서의 창업에 대한 이해

도 향상(27%), 창업 역량 함양(12%), 교육콘텐츠 만족(11%), 온
라인 수강의 편의성(9%)의 4개 항목이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인 응답은 온라인 수강의 기술적 한계(19%), 교
육콘텐츠 불만족(12%), 학습자별 교육 요구 수준(7%), 학습 몰

입의 어려움(6%)의 4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온라인 대학 교육 환경에서 학

습자 중심 교육 요구를 분석하여 기술기반 창업교육콘텐츠 개

발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특정 대학의 사례를 편의표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

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유형과 수업방식을 고려하지 못했다. 
수강인원의 규모, 동기식 강좌운영 여부, 학습자-교수자 간 상

호작용 활동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

론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대면 교육에서 고려할 수 있는  변

수들을 반영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기반 창업교육콘텐츠의 세부 커리큘럼을 바탕으

로 교육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
에 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육콘텐츠의 성취도가 중요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매학기 강좌 종료 시

점에 교수자-학습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전

문가 자문을 받아 교육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환류 체계를 반영

한 결과로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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