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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직업 특성의 변화로 인하여 성인들은 고용, 비노동 또는 창업을 포함한 새로운 경력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의 진로 선택을 목적으로 성인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창업역량, 
사회적지지, 성공 창업 롤모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창업멘토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4.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역
량 중 직무역량과 자금조달능력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창업 롤모델은 창업의지
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창업역량과 사회적지지, 창업 역할모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는 
창업 멘토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직무역량→창업멘토링→창업의지, 자금조달역량→창업멘토링→창업의지, 
창업성공 롤모델→창업 멘토링→ 창업의지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 중심어 :∣창업멘토링∣창업역량 ∣사회적지지∣창업의지∣
Abstract

The changing nature of work suggests that people may face the prospect of a career choice including 
of paid employment, non‐work and self‐employment, of which the latter implies scope for 
entrepreneurial activ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view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social support, entrepreneurial role model as an affect to increase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adult 
with the purpose of a second career choice.  Also,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mentor is 
verified. As research methodology, a research model and a hypothesis were set based on prior research 
and the research hypothesis was proven through a structured survey questionnaire. SPSS 24.0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u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job competency and funding 
capa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Second, entrepreneurial role model had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competency, social support, entrepreneurial role model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s, the mediating 
effect of mentor had significant job competency→mentor→entrepreneurship intention, funding capability
→mentor→entrepreneurship intention, entrepreneurial role→mentor→entrepreneurship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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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업가정신은 국가의 경제문제와 고용문제, 혁신의 
개발 측면에서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이나 자질이 창업가로서의 
경력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많았
다. 그러나 경력 선택을 위한 창업에 관한 관심은 개인
의 선호도와 상황적 요인 모두와 관련이 있다. 이는 기
업가 경력을 선택하는 데 있어 사회적 영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2]. Podolny(2001)
은 사회적 관계가 정보와 자원의 흐름을 전달하는 파이
프 역할을 하고 있으며[3], 또한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규범을 확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4][5]. 이는 창업가로의 경력 선택에 대한 개인의 결정
은 자신의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직업 정
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심지어 유사한 전환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다[6][7].

잠재적 창업가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족관계[8][9], 학교 네트워크[10][11] 및 
동료[12]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경력 선택에 영
향을 받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가족과 동료를 통한 기
업가정신에 대한 노출이 기업가가 될 가능성과의 관계
에서 긍정적인 관련성을 발견했다[8][10][12]. 

관련 연구들로는 창업의 사회적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됐다. 창업가로서의 경력 선택에 대한 사
회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사회적 영향력은 여러 사회적 자원의 원천이 개인의 경
력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변수들과 상
호작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
였다[13]. 사회적 영향력은 보편적이지 않으며, 그 영향
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1].

한편, 사회적 접근법에서 창업의지를 향상시키는 방
법은 기업가적 학습이 있다[14]. 기업가적 학습은 대표
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이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기업가적 
학습이 많았다. 그러나 일반 성인의 경우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기업가 학습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인에게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대표적
인 사회화의 형태로 창업 멘토링이 있다. 멘토링은 지

금까지 조직의 적응과 자기 계발 등 개인의 성장을 돕
는 지원 형태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므로 성인의 기업
가 경력개발을 위한 창업 멘토링은 비즈니스 컨설팅이
며 코칭으로써, 성공적인 창업 또는 초기 사업의 안정
화와 성공을 목표로 하며, 창업멘토링 과정에서 발생하
는 갈등이나 문제 등에 전반적인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
함으로써 초기 실패율을 낮추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국내 창업 멘토링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 않
다. 창업 멘토링에 대한 기존 연구[15-17]들은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 연구는 개별
적인 멘토링 보다는 수업 방식을 통한 멘토링의 효과와 
멘토링 만족도를 측정하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차별점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멘토링의 영향력을 검증
하였으며, 창업 멘토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
이다. 본 연구는 개인의 창업역량과 사회화 요소를 중
심으로 창업 멘토링의 매개효과를 통해서 성인의 경력 
선택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
다.

Ⅱ. 이론적배경

1. 창업역량

역량의 대표적인 개념적인 정의로서 Spencer & 
Spencer(1993)는 일에 대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는 
사람의 특성으로 평균 성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18]. Armstrong(2006)은 역량에 대해 지식, 기술, 사
고방식이 각각 또는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될 때 성공적
인 성과를 내는 특성이라고 하였다[19]. 창업가의 역량
에 대해서 Baum & Smith(2001)는 직무역할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다
[20]. 김상수(2018)는 창업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
는 창업자의 개인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였다[21]. 김대
업, 성창수(2013)는 창업역량은 개인의 배경뿐 아니라 
직장 및 교육을 통해 획득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지식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22]. Jovanovic(1982)
은 개인들은 경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인적자본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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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을 습득하게 된다고 하였다[23]. Georgellis & 
Wall(2005), Poschke(2013)은 개인의 경험이 창업의 
경력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4][25]. Koller(1988)도 창업가로서 경력 선택에는 
창업 이전의 직무경험과 사회적 관계 등에서 창업이 계
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26]. 

창업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창업자의 역량은 
창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27][28]. 한편, 창업실행을 위한 재무적 상황의 예
측과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9][30]. 특히, 창
업 초기에는 기업이 보유한 자원이 더 많을수록 불리한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완충작용 효과가 높아서, 적은 
자원을 보유한 기업보다 수익성, 성장성, 생존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였다[31]. 

자금조달역량 연구들은 중소기업의 기업가의 역량에 
관한 연구들로 진행되어 왔다[32-34]. 관련 연구로 박
성호(2017)는 창업환경에서 자금조달 자신감이 창업의
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5]. 윤희
현(2019)은 창업자금 준비가 창업역량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쳤다[36]. 한미경(2021)은 잠재적 창업
가의 자금 조달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2. 가족과 동료의 사회적지지

기업가의 사회화 모델(Starr & Fondas, 1992)에 따
르면 창업을 위한 선택은 개인의 사회적 경험에 영향력
을 주장하면서 가족 및 동료와 같은 사회적지지가 정
보, 지식 및 기술과 같은 자원을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14], Levesque(2014)은 사회적지지는 도구적 지원, 
평가/정보 지원, 정서적 지원, 재정 지원을 받는다고 하
였다[38]. 결국 사회적지지가 기업가 역할에 영향을 미
친다. 사회적지지 가족, 동료, 학교 네트워크 유형으로 
연구되어 왔다[12]. Turker & Sonmez(2009)도 사회
적지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확
인하였다[39]. Molino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사
회적지지와 창업의지간의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고했다
[40]. Buang & Yusof(2006)는 부모들은 기업가적 경
력을 선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고 하였다[41]. Verheul et al.(2012)은 부모가 
창업한 경험이 있는 자녀들은 창업에 대한 선호도와 창
업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Nanda & Sørensen(2010)은 창업 경력 선택에 
동료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창업 경험이 있는 
동료의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12]. 조한
준 외(2020)는 사회적지지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16]. 

3. 성공 창업가의 롤모델

박새미(2008)는 롤모델의 개념을 본보기의 대상 인
물이 본받고자 하는 인물과 직접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롤모델의 영향력
은 매우 다양하여 이를 수렴하는 사람에게 동기, 흥미, 
가치,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43]. 
Gibson(2003)은 롤모델이 개인의 사회적 비교모델을 
통해서 개인은 자신의 환경과 경험을 롤모델과 비교하
게 되고, 이로 인해 특정 진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
다[44]. BarNir et al.(2011)은 롤모델 안에서 자신의 
잠재적 미래나 미래에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찾
을 수 있다고 하였다[45].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창업가의 존재는 잠재적 창업가들에게는 롤모
델이 되고 창업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하게 하는 역할
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46]. 

육창환(2015)은 창업가의 환경 특성 요인으로 모델 
역할의 영향력이 창업 의지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47]. 이상화(2016)는 성공 롤모델이 창
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48], 진주형과 박병진(2014)은 가족과 지인의 
롤모델은 심리적 변수들인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들은 창업 
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49], 
Garaika et al.(2019)은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롤모
델은 창업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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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멘토링

Day & Allen(2004)은 멘토는 멘티가 성장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멘티의 경
력 계획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며 성인 직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였다[51].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은 리더십 개발 및 경력의 기회를 
촉진하는데 멘토의 중요성을 지적했다[52]. 이와 같은 
멘토링은 창업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멘토링
은 개인의 기업가정신 강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53]. Nabi et al.(2021)은 학생들의 
창업가 경력개발을 위한 멘토링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
조하며, 멘토링 기능이 창업가적 역량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4]. 조한준 외
(2020)는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업 멘토링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6]. 유병준 외(2018)
는 멘토 기능은 창업멘토링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55]. 방혜민과 전인오(2015)는 
멘토의 역량은 초기 창업자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치며, 멘토의 역량이 창업의 진척율을 높이고, 자금유치
를 진행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다고 하였다[56].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

가설 1; 창업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직무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자금조달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가족과 동료의 사회적지지는 창업의지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가족의 사회적지지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동료의 사회적지지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성공 창업가의 롤모델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창업 멘토링은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
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가설 5; 창업 멘토링은 가족과 동료의 사회적지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매개 할 것
이다.

가설 6; 창업 멘토링은 성공창업 롤모델이 창업의지
에 미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2.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도구
변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창
업
역
량

직무역량 직장에서 경험한 직무관련 내용과 경험 
기술이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윤희현(2019)[36]

박성호(2017)[35]
한미경(2021)[37]자금조달 

역량
자금조달역량은 미래 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 역량

사회
적

지지

가족지지 가족이 제공하는 용기와 격려 등으로 
가족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도 김상수[21] 

동료지지 나의 선택과 일에 대한 어려움 등에 대
한 정서적 지지

창업성공 
역할모델

창업의 행동방식과 가치관을 배양하도
록 도와주는 이상적인 사람

Kram(1983)[57]
Burke(1984)[58]

창업멘토링
창업의 경험, 창업의 문제해결에 등에 
대한 도구적인 및 정서적인 지원과 상
호교류 

방혜민(2015)[56]
유방준외(2018)[55]

창업의지 미래 창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

곽동신외(2020)[17] 
조한준(2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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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자료수집 방법은 30대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온라인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
하였으며,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
하고 최종 229부의 설문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빈도분석,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
설검증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를 측
정하기 위해서 BK(Baron & Kenny)[59]와  Sobel 
test를 검증하였다.

Ⅳ. 결과

1. 표본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표본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여성 103 45.0
남성 126 55.0

연령
30대 72 31.4
40대 77 33.6

50대 이상 80 34.9

교육 수준

고등학교 16 7.0
전문대학 20 8.7

학사 87 38.0
석사이상 106 46.3

직업

전문직 56 24.5
사무직 74 32.3

서비스직 32 14.0
기타 67 29.3

소득

250만원 이하 31 13.5
256-350만원 이하 68 29.7
351-500만원 이하 57 24.9

501만원 이상 73 31.9

업무 경력
10년 99 43.2

11-20년 78 34.1
21년 이상 52 22.7

2. 타당성과 신뢰도

본 연구의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고, 요

인회전방식으로는 베리맥스(Varimax Rotation) 방식
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는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0.4를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최종 7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의 누적 분산은 75.22%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
구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가 0.6 이상으로 
확인되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타당성과 신뢰도 검정
요인명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창업의지2 .879 .069 .143 .012 .223 .072 .053
창업의지1 .876 .090 .174 .057 .085 .146 .159
창업의지5 .828 .087 .178 .036 .081 .119 .231
창업의지4 .824 .077 .246 .112 .249 .148 .057
창업의지3 .780 .103 .241 .055 .306 .205 -.064

친구1 .105 .860 .035 .193 .029 .010 .064
친구3 .112 .854 .098 .191 .059 .013 .005
친구2 .116 .828 .141 .271 .077 .029 .009
친구4 .007 .737 .086 .149 .118 .147 -.005

업무경험3 .182 .084 .830 .084 .147 .105 -.009
업무경험2 .193 .174 .720 .092 .275 -.098 .135
업무경험1 .271 .028 .719 .096 .269 .181 .032
업무경험4 .215 .129 .714 .003 .036 .225 -.162

가족2 .053 .231 .069 .880 .110 .046 .057
가족1 .051 .281 .098 .864 .010 .111 .049
가족3 .067 .324 .063 .835 .057 .106 .041

자금준비3 .199 .079 .273 .086 .775 .077 .094
자금준비1 .254 .168 .166 -.003 .718 .112 -.023
자금준비2 .265 .117 .293 .094 .596 .149 -.088
롤모델1 .245 .144 .109 .068 .010 .785 .146
롤모델3 .279 -.034 .165 .245 .293 .511 .037
롤모델2 .158 .116 .257 .118 .233 .491 .161
멘토링3 .172 .039 -.144 .061 -.044 .276 .800
멘토링2 .253 .029 .406 .153 .342 -.093 .547
멘토링1 .235 .131 .043 .181 .292 .093 .476
고유값 4.471 3.112 2.971 2.555 2.292 1.501 1.151
분산 18.62 12.96 12.38 10.64 9.55 6.25 4.79

누적분산 18.62 31.59 43.97 54.6 64.17 70.42 75.22
신뢰도 .92 .84 .79 .75 .81 .77 .72

3.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
팽창지수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멘토링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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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n & Kenny(1986)의 1단계인 창업 멘토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직업과 소득
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직업은 창업 멘토링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직무역량, 자금조달 역량, 동료지지, 창업성공 
역할모델이 창업 멘토링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직업과 소득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소득이 유의미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을수록 
창업의지가  증가하였다. 직무역량, 자금조달 역량, 창
업성공 롤모델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자금조달 역량, 
창업성공 롤모델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창업 멘
토링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4. 창업 멘토링에 미치는 영향력

구분 1단계 2단계
b β b β

(상수) 13.728 　 -1.650 　
남성 .252 .041 -.491 -.080
연령 -.027 -.076 -.013 -.036
학력 .296 .086 .055 .016

전문직 .962 .138 .141 .020
사무직 -1.931*** -.297 -.703* -.108

서비스직 -.624 -.073 -.607 -.071
업무 경력 .121 .007 1.209 .075

소득 -.000* -.150 -.000 -.081
직무역량 .287*** .286

자금조달역량 .326*** .263
가족지지 .041 .031
동료지지 .225** .185

창업성공 롤모델 .405*** .270
F 4.603*** 16.288***
R2 .152 .514

Adjusted R2 .119 .483
R2의 변화량 .152*** .362***

 *p<.05, **p<.01, ***p<.001, 기준변수 : 성별(여성), 직원(기타)

표 5.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과 창업 멘토링 매개효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상수) 17.662 　 2.653 　 3.284 　
남성 2.014** .204 .630 .064 .795 .080
연령 -.017 -.029 -.043 -.073 -.038 -.065
학력 .547 .099 .152 .027 .131 .024

전문직 1.121 .100 .215 .019 .165 .015
사무직 -2.402** -.227 -.852 -.081 -.649 -.061

서비스직 -.054 -.004 .041 .003 .235 .017
업무경력 -2.522 -.097 -.325 -.013 -.724 -.028

소득 -.000* -.134 -.000* -.100 -.000 -.083
직무역량 .179* .119 .130 .080

자금조달역량 .838*** .418 .733*** .366

가족지지 -.112 -.051 -.127 -.058
동료지지 .050 .025 -.028 -.014
창업성공 
롤모델 .704*** .289 .563** .232

멘토링 .340* .211
F 4.603*** 16.288*** 16.008***
R2 .152 .514 .530

Adjusted R2 .119 .483 .497

R2의 변화량 .152*** .362*** .015*

*p<.05, **p<.01, ***p<.001, , 기준변수 : 성별(여성), 직원(기타)

창업 멘토링의 매개효과를 Baron & Kenny(1986)
가 제시한 3단계 분석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자금조달 
역량과 창업성공 롤모델은 1단계, 2단계 검증과정에서 
1단계 종속변수(창업멘토링)와 2단계 종속변수(창업의
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
계 모형(창업의지)에서 매개변수인 멘토링과 같이 투입
된 경우에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 분석에서 자금조달 역량과 창업성공 롤모
델의 비표준화회귀계수 값이 2단계 값보다 작게 나타
남으로써 자금조달 역량과 창업성공 롤모델은 창업 멘
토링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일부 효과
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역량과 창
업성공 롤모델은 창업 멘토링을 부분 매개하여 창업의
지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창업의지에 직접적으로도 영
향을 미치지만, 간접적으로 창업 멘토링을 매개로 하여 
동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역량은 1단계, 2단계 검정과정에서 1단계 종속
변수(창업멘토링)와 2단계 종속변수(창업의지)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 모형(창
업의지)에서 매개변수인 멘토링과 같이 투입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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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3단계 분석에서 직무역량의 비표준화회귀계
수 값이 2단계 값보다 작게 나타남으로써 직무역량은 
창업 멘토링을 매개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설명력 R2는 .152로 나타났으며, 모형 2의 
설명력 R2는 .514로 나타나 모형1보다 설명력이 
36.2%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모형3의 설명력 
R2는 .530로 나타나 모형2의 R2 설명력보다 
1.5%(p<.05) 증가하였다. 매개변수인 창업 멘토링의 영
향력을 살펴보면 회귀분석 1단계 ∼ 3단계의 결과 R2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혁신성과 창업멘토링의 
롤모델과 멘토는 창업의지와의 영향력에서 창업 멘토
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
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6]과 같
다. Sobel Test는 Z값이 ±1.96을 기반으로 ±1.96보
다 크거나 작으면 영가설을 기각하며, 매개효과는 통계
적 95% 신뢰수준을 기반으로 유의성을 판단한다. 창업 
멘토링에 대한 Sobel Test 결과를 살펴보면 직무역량
→창업 멘토링→창업의지, 자금조달역량→창업 멘토링
→창업의지, 창업성공 롤모델→창업 멘토링→ 창업의지
의 매개변수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표 6. 창업 멘토링의 Sobel Test 결과

연구 가설 Sobel Test 채택여부

직무역량→창업멘토링→창업의지 2.27120482 채택

자금조달역량→창업 멘토링→창업의지 2.22608587 채택

가족지지→창업멘토링→창업의지 0.58683964 기각

동료지지→창업멘토링→창업의지 1.86756513 기각

창업성공 롤모델→창업멘토링→ 
창업의지 2.28773595 채택

Ⅴ. 결론

본 연구는 성인의 경력 선택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창업역량과 사회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으며, 더불어 창업 멘토링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

다. 연구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창업역량 중 직무역량과 자금조달역량은 창업

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 창업자에게 다양한 직무경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창업의 형태는 소규모 
조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영자의 역량이 창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잠재적 창업가가 개인적인 자금만으로 창업
을 시작하기에는 창업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직접적
으로 창업행동으로 연결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 등은 창업 아이템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 문턱이 높을 수가 있
다. 그러므로 다양한 경로와 기회를 통해서 창업자금을 
수월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나 기회 창
출을 위한 지원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과 동료의 사회적지지가 창업의지에 미치
는 영향력은 모두 기각되었다.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지원이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선행연
구[8][10][12]와 차별된 결과이다. 

셋째, 성공창업가의 롤모델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성
공창업가의 롤모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창업의 성공의 롤모델
을 통한 대리 학습이 가능한 사례 발굴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되며, 이러한 대리학습은 사회화 영향력의 대표
적인 요인으로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기대된다.

넷째, 창업 멘토링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창업 
멘토링은 창업역량의 직무역량과 자금조달역량, 창업성
공 롤모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실질적으로 예비 창업가에게 전문
적인 창업 컨설팅은 창업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 창업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비 창업가들이 전문적인 창
업 멘토의 기회 등이 매우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의 매개효과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창업 
멘토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인의 직무역량과 
창업자금 역량이 높은 예비 창업가를 선발하여 창업 멘
토링을 연결하는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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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창업멘토링의 세부적인 역할에 대

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멘토링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학문적인 관점에서  
매개변수뿐만 아니라 조절변수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창업
가를 대상으로 창업멘토링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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