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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관광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향상키기는데 있어 멘토-멘티의 적합성을 선행요인으로 선정하고 실증분

석을 통해 영향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멘티-멘토 적합성이 창업의지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지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멘토-멘티 적합성은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둘째, 멘토-멘티 적합성은 기업가정신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셋째,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창업자들은 멘토-멘티 적합성이 강할수록 기업가정신의 수준은 더욱 향상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기업가 정신은 창업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하게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적합성, 관광산업, 멘토-멘티,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Abstract  This study is aim to explore the key variables that can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mentee fit and the relationship of mentor-mentee fit as a prerequisite in improv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was verified in the 

process of mentee-mentor suitability inducing entrepreneurial will. To verify this, a survey was 

conducted on per-founders and early found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relation 

to the measures to improve the entrepreneurial will, mentor-mentee suitability was verifi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will through entrepreneurship. Second, it was verified that 

mentor-mentee fi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ormation of entrepreneurship; third, entrepreneurship 

could have a direct effect on the intention of entrepreneurship.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re 

mentor-mentee fits entrepreneurs, the better the level of entrepreneurship. In addition, high level of 

entrepreneurship can play a role in further promoting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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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의 확산과 각 나라의 경기침체 및 보호무역은 

사회초년생들, 특히 청년들이 구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각한 경제 상황으로 많은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

의 창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1]. 청년들의 구직난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한계는 이미 사회적 문제

로 고착화되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화력을 회복하려는 노력

을 가하고 있다[2]. 정부의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혜택으

로 인해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으

나, 충분한 창업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부족하여 창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3]. 

따라서 창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교육은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창업 멘토링은 

사회·심리적 기능과 경력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에 대

한 동기, 지식과 경험을 필요한 창업자들에게 제공하여 

역할모델로서 자신감을 제고하고 창업의지를 향상한다

[4]. 창업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멘토가 그에 비

해 노하우가 부족한 멘티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지

혜를 알려주고,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따라서 창업의지와 관련하여 멘토링 

과정에서 멘토-멘티의 적합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업 멘토링과 창업의지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5]. 멘토-멘티의 적

합성을 선행요인으로 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강화시키는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들

의 창업의지를 향상키기는데 있어 멘토-멘티의 적합성을 

선행요인으로 선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영향관계를 규

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멘토-멘티의 적합성과 창업

의지의 영향관계에 있어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의 매개

효과도 검증한다. 본 연구는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예상

된다.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설정

2.1 멘토-멘티 적합성

적합성은 상호 간의 균형과 질서유지를 통해 모순을 

최소화하고 직면한 환경과 잘 맞는다고 지각하는 정도이

다[6]. Kristof(1996)는 환경수준에 따라 개인-조직 적합

성,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상사 적합성으로 구분하

였다[7]. 멘토와 멘티는 상하 계층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으로 멘토-멘티 적합성을 개인-상사 적합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멘토-멘티 적합성을 멘토

와 멘티 간의 목표, 가치, 성격 등에 대한 상호 일치성과 

보완성으로 정의한다[8]. 

멘토에 대한 친근감을 지각할수록 멘티는 더 적극적으

로 멘토링에 참여하고, 멘토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경

험과 노하우를 멘티에서 전달한다[9]. 또한 멘토와 멘티 

간 관심사, 가치, 문제해결 방법 등에 대해 심층적 유사성

을 지각할수록 멘토들은 리더십을 갖고 멘티에게 더 많

은 관련 정보를 제고한다[10]. 

2.2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창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내면적

인 의지, 열정 또는 욕망의 심리적 상태로서 창업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5, 

11]. 창업의지는 향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가의 행동

을 움직이는 마음가짐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 필요하다[12].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프로세스

를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창업의지를 향상시키

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중요성으로 인해 

최근 창업의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되고 창업의지

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2.3 기업가정신 

Drucker(1985)는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위험에 대

한 리스크를 극복하여 도전적 정신과 의지로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여 경영을 지속하는 정신을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였다[13, 14]. 기업의 경

제적 이윤의 증대를 위하여 어떠한 위험요소를 감수하면

서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며,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혁신을 추구한다[15]. 기업가정신은 혁신성, 진취

성 및 위험감수성의 특성을 강조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경영자뿐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

게도 필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2, 16].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혁신성이 중요

하며,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창업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

다[17]. 

2.4 가설설정 

멘토-멘티 적합성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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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선행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안혜진·이승하(2021)

의 연구에 따르면, 창업 멘토링을 통해 멘티는 창업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멘토는 책임감을 상승시키며 

창업 멘토링은 기업가정신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18]. 또한 오재우·고복수·강진규(2015)은 실

증분석을 통해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향상하기 위해서

는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을 필요하다고 강조하

였다. 따라서 성공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는 창업에 대한 멘토와의 적합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19]. 윤병선·김천규(2020)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검증하였고[14], 오희선·하

규수(2021)의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이 높을

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2]. 

이를 통해 멘토-멘티의 적합성은 멘토링의 효과성을 높

이고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창

업의지를 강화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창업자의 기업가정

신은 멘토-멘티 적합성과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를 매

개할 것이다. 

가설1: 멘토-멘티 적합성은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멘토-멘티 적합과 청

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3.1 변수의 측정 및 분석방법   

변수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멘토-멘티 적합성은 안혜진·

이승하(2021)가 개발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본 연구목

적에 맞게 5개 문항으로 수정 후 사용하였다[18]. 기업가

정신은 오재우·고복수·강진규(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19]. 창업의지는 오희선·하규

수(2021)의 측정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12]. 

3.2 표본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2021년 

4월 15일부터 2021년 6월 1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200부를 배포하였고 회수한 설문지 중에서 파손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한 9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191

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4.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모두 네 가지 단계로 구분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

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남성은 145명으로 77.0%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46명

으로 23.0%를 차지하였다. 이과 같은 결과를 통해 남자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이를 살펴보면 30세 

미만은 28명으로 14.0%를 차지하였고, 30-40세 미만은 

62명으로 31.0%를 차지하였으며, 40세 이상은 110명으

로 55.0%를 차지하였다. 멘토링필요 여부를 살펴본 결과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참가자는 156명으로 78%

를 차지하였고, 보통이라고 답변한 참가자는 37명으로 

18.5%를 차지하였으며 필요 없다고 답변한 참가자 수는 

7명으로 3.5%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멘토링이 필요하다

고 답변한 참가자 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4.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다음으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창업의지는 총 6 문항으로 요인1로 묶였다. 요인적재치 

값은 .695부터 .870까지이며 모두 .5이상인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멘토-멘티 적합성은 총 4문항으로 요인2로 

묶였다. 요인적재치 값은 .807로부터 .909까지이며 모두 

.5이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

은 총 4문항으로 요인3으로 묶였다. 요인적재치 값은 

.676로부터 .791까지이며, 모두 .5이상인 수치를 보여주

고 있다. KMO 값은 .871이며 유의주순은 .000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창업의지, 멘토-멘티 적합성, 기업가정신

은 서로 독립적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변수들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멘토-멘티 

적합성은 .936, 기업가정신은 .885, 창업의지는 .951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변수들은 .7이상인 수준을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신뢰도는 확보되었다. 다음의 Table 1

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대한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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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Item
Relia
bility

Factor

1 2 3

Mentor-Mentee
Fit

A1

.936

.243 .807 .335

A2 .175 .901 .222

A3 .136 .909 .166

A4 .204 .877 .069

Entrepreneurial 
Intention

B1

.951

.695 .315 .258

B2 .809 .253 .270

B3 .785 .190 .381

B4 .875 .154 .327

B5 .855 .123 .372

B6 .870 .155 .294

Entrepreneurship

C1

.885

.444 .226 .757

C2 .346 .160 .791

C3 .327 .230 .732

C5 .431 .267 .676

Eigen value 4.767 3.522 3.003

% of Variance 34.049 25.160 21.447

Cumulative % 34.049 59.209 80.656

KMO=.927(sig=.000)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4.3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다음으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

술통계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확인한다. 멘토

-멘티 적합성의 평균값은 5.038, 표준편차값은 1.226으

로 나타났고, 기업가정신의 평균값은 6.109, 표준편차값

은 .954, 창업의지의 평균 갓은 6.107, 표준편차값은 

1.023으로 나타났다.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멘토-멘티 적합성은 기업가정신(r=.517 

p<.001) 및 창업의지(r=.473, p<.001)와 긍정적인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가정신은 창

업의지(r=.763, p<.001)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Table 2는 변수들의 평균, 표

준편차,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이다.

Mean S.D 1 2 3 4 5 6

1 - 　 　 　 　 　

2 .053 - 　 　 　 　

3 -.073 .289*** - 　 　 　

4 5.038 1.226 -.245*** .004 .037 - 　 　

5 6.109 .954 -.268*** .000 .003 .517*** - 　

6 6.107 1.023 -.302*** -.056 .024 .473*** .763*** -

1=성별, 2=나이, 3=학력, 4=멘토-멘티 적합성, 5=기업가정신, 6=창업의지
*p<.05, **p<.01, ***p<.0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4.4 가설검증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멘토

-멘티 적합성은 기업가정신(β=.480, p<.001)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은 채택

되었다. 다음의 Table 3은 멘토-멘티 적합성이 기업가정

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Dependent: Entrepreneurship

Model 1

β t

Gender -.154* -2.457

Age .015 .232

Education -.030 -.475

Mentor-Mentee Fit .480*** 7.705

R2 .073

⊿R2 -

F 19.827***

*p<.05, **p<.01, ***p<.001

Table 3. The Effect of Mentor-Mentee Fit on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β=.736,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는 채택되

었다. 다음의 Table 4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Dependent: 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l 1

β t

Gender -.099 -2.073

Age -.060 -1.247

Education .032 .672

Entrepreneurship .736*** 15.552

R2(Adjusted R2) .093

⊿R2(Adjusted R2) -

F 71.636***

*p<.05, **p<.01, ***p<.001

Table 4.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다음의 Table 5는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결과이다. 

모형 2에서의 멘티-멘토 적합성(β=.095, p>.05)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1에서의 영향력(β=.426, 

p<.001)보다 감소하였다. 그리고 모형 2에서 기업가정신

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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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 같은 결과를 통해 기업가 정신는 멘토-멘티 적합성

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

다. 따라서 가설3은 지지 되었다.

Dependent: 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l 1 Model 2

β t β t

Gender -.194** -3.045 -.088 -1.844

Age -.050 -.771 -.060 -1.259

Education .009 .138 .030 .624

Mentor-Mentee Fit .426*** 6.711 .095 1.770

Entrepreneurship .690*** 12.836

R2(Adjusted R2) .263(.248) .601(.591)

⊿R2(Adjusted R2) - .338(.343)

F 17.400 58.562

*p<.05, **p<.01, ***p<.001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5. 결론

5.1 결과 및 시사점

창업의지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멘토-멘

티 적합성은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멘토-멘티 적합성은 기

업가정신의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멘토-멘티 적합성이 강할수록 기업가정신의 수준

은 더욱 향상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높은 수준

의 기업가 정신은 창업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하게 촉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멘토-멘티 

적합성은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고 이는 창업의지를 향상 

시킬 수 있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창업의지 향상과 관련하여 멘토-멘티 적합성 이외에

도 창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변수들을 탐색해 볼 필요

가 있다. 매개변수와 관련하여 기업가정신 이외에도 창업

에 대한 효능감의 역할과 매개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멘토-멘티 적합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기업

가 정신의 매개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된 매개 모형

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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