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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창업의도를 유발 할 수 있는 핵심적 변수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창업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로 멘토-멘티 적합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멘티-멘토 적합성이 창업의도를 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멘토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멘토-멘티 적합성은 멘토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멘토-멘티 적합성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멘토에 대한 신뢰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멘토에 대한 신뢰는 멘토-멘티 

적합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창업의도를 유발 할 수 있는 변수로 멘토-멘티 적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비록 멘토-멘티 적합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지만 이 변수를 활용하여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치성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 멘토-멘티 적합성, 창업의도, 멘토에 대한 신뢰, 창업자

Abstract This study is aim to explore the key variables that can improve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this regard, we focused on mentor-mentee fitness as a variable that can improve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the concept of mentor-mentee fitness and provides its role.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mentor-mentee fitness is to be verified through the effect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Moreover, the mediating effect of trust in mentor was verified in the 

process that mentee-mentor fitness induces entrepreneurial intentions. To verify this, we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targeting entrepreneu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mentor-mentee fitn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rust in mentor. Second, 

mentor-mentee fitn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rd, trust in 

mentor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urth, trust in mentor positiv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mentor fitnes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Based on this, 

this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entor-mentee fitness as a variable that can induce 

entrepreneurial intention. Although the study on mentor-mentee fitness have not been actively 

conducted, attempts using this variable have shown the valu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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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대학의 창업교육과 그에 관련

된 역할은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매

우 중요하다[1]. 정부는 혁신을 통해 미래와 연관되어 있

는 가치 실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기술 및 사고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육성하

고 있다[2, 3].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창업이 우리의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중요해짐을 바탕으로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3]. 

많은 요소들이 창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창업과 관련하여 멘토 역할이 중요다고 볼 수 있

으며 멘토-멘티 적합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창업의도와 관련하여 멘토-멘티 적합성을 

선행변수로 선정하여 진행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그

래서 본 연구는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멘토-멘티 적합성

의 역할을 규명한다. 

멘토는 멘티에게 자신의 경력과 관련되어 있는 조언, 

지원, 상담, 피드백, 조정, 역할모델의 다섯 가지 기능들

을 수행한다[4, 5]. 개인-환경 적합성 이론은 개인과 환

경 사이의 이원적 관계를 강조한다[6, 7]. 메타분석에서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개인-환경 적합성을 

인지하는 직원은 낮은 수준의 적합성을 인지하는 직원보

다 업무 수행에 더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8]. 개인-환경 적합성 이론에 기반하여 멘티가 자신

이 요구하는 것이 멘토가 제공해 주는 것과 유사하다고 

인지하게 될 경우, 멘토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몰입을 

촉진하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7]. 이에 따라 창

업과 관련하여 멘토-멘티 적합성이 높을 경우 멘티의 창

업의도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창업의도를 높이는데 있어 멘토-멘티 적합성을 선

행변수로 간주하고 그 역할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멘토-멘티 적합성이 창업의도를 유

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멘티가 멘토에 대한 신뢰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정

리하면 오늘날 창업의도에 미치는 선행변수를 모색한다. 

창업과 관련하여 멘토-멘티 적합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한 상황이며 본 연구를 통해 창업의도를 유발할 수 있는 

멘토-멘티의 역할을 규명하고 이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창업을 하는데 있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

안을 논의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2.1 멘토-멘티 적합성

개인-상사 적합성은 상사와 구성원의 특성과 상사의 

특성 간의 일치성 정도를 의미한다[9]. 이를 바탕으로 멘

토-멘티 적합성은 멘토와 멘티 사이에서의 가치관, 성격, 

목표 등이 유사하거나 일치, 그리고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때 나타날 수 있는 관계로 볼 수 있다[10].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멘토-멘티 적합성을 멘토와 멘티가 가

지고 있는 가치관, 성격, 특성의 유사한 정도로 정의한다. 

조직에서 구성원과 상사의 적합 정도는 구성원들로 하

여금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상사와의 적합성은 부하들로 하여금 자기효능

감을 가져다줄 수 있고, 목표를 추구하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자기 경력에 대해 낙관적으로 느끼며 직장

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관리할 수 있다[11].

2.2 멘토에 대한 신뢰 

신뢰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상호 작용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절차 또는 신념에 

대한 보안을 의미한다[12]. 이를 바탕으로 멘토에 대한 

신뢰는 멘토와 멘티 간의 관계에서 멘티가 멘토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 대한 의지로 정의한다[10]. 멘토신뢰는 어

떤 특정적인 대상을 뜻하는 멘토와 신뢰라는 감정적 단

어가 합쳐서 이루어진 합성어로 볼 수 있다[13]. 

NanKoong[13]는 성공적인 멘토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신뢰 자체

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

미 선행연구들로부터 검증되었다. 따라서 멘토에 대한 신

뢰는 멘티들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핵심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3 창업의도 

창업의도는 창조적 활동을 기반으로 이를 통해 산출물

을 만들어내는 제반 활동에 대한 의사가 존재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14].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창업자 자신의 

선천적인 자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체계적인 창

업관련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창업자로서 반드시 갖추어

야할 창업에 대한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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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Kim[15]은 창업의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창업의지를 유발하는 핵심 요소로 창업교육에 대한 

만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업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창

업의지를 향상시켜 창업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통해 창업은 창조적활동의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창업의도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

도로 볼 수 있다.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들이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멘토-멘티 적합성에 중

점을 두고 창업의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멘토에 대한 신

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2.4 멘토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 

적합성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환경에 적합하고 자기 

특성에 맞는 환경에 대해 타고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다[9]. 그래서 개인은 일반적으로 일관성을 선호하

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며 불확실성을 줄

이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에 소속할 필요가 

있고, 행복과 삶의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적합하도록 노

력한다[9, 16]. 또한 기업에서 관리자와의 유사성은 포용

감과 확실성, 높은 리더 맴버 교환 및 감독자에 대한 신

뢰를 촉진한다[9, 17].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이 관리자와

의 적합성을 지각할 때 그들은 관리자에 대해 신뢰를 형

성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멘티가 창업에 대한 멘토

와의 적합성이 높을 경우 멘토에 대해 신뢰할 것이다. 또

한 구성원이 자기 상사에 대한 신뢰는 구성원의 사회적 

맥락에서 중요한 특성이며 직원의 심리적 안전성을 만족

시킴으로써 자기 직무에 대한 참여도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18]. 이를 통해 멘토로부터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

을 때 멘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창업에 대한 의도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그래서 멘토-멘티 적합성은 멘토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향상된 신뢰는 멘티의 

창업의도를 촉진 시킬 수 있다. 또한 신뢰의 매개효과는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검증되었는데 특히 리더의 변혁적 

행동과 구성원의 업무성과 및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

하는 것이 검증되었다[19]. 따라서 멘토에 대한 신뢰는 멘

토-멘티 적합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1: 멘토-멘티 적합성은 멘토에 대한 신뢰를 향상 

시킬 것이다.

가설2: 멘토-멘티 적합성은 창업의도를 향상 시킬 것

이다.

가설3: 멘토에 대한 신뢰는 창업의도를 향상 시킬 것

이다.

가설4: 멘토에 대한 신뢰는 멘토-멘티 적합성과 창업

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3.1 변수의 측정

변수의 측정을 위해서 이미 선행연구에서 타당성이 확

보된 측정도구들을 활용하였다. 먼저 멘토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Podsakoff et al의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측정대상에 맞게 수정 후 활용하였다[20]. 문

항은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멘토-멘티 적합성은 

Chuang, Shen, & Judge(2016)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측정대상에 맞게 수정 후 활용하였

다[21]. 측정문항은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창업의

도를 측정하기 위해 Paço et al.(2011)의 측정도구를 활

용하였다. 측정문항은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한다[22].

3.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 특성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와 같

은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4.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전국의 창업자 중 주로 스타트업을 대상으

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참가자 중에서 남성은 179명

(79.6%)이고 여성은 46(20.4%)명으로 나타났다. 나이와 

관련하여 23세-26세는 10명(4.4%), 27세-29세는 18명

(8.0%), 30대와 40대는 각각 69명(30.7%), 50세 이상은 

59(26.2%)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가 12명

(5.3%), 전문대는 21명(9.3%), 대학교가 113명(50.2%), 

석사가 49명(21.8%), 박사는 30명(13.4%)으로 나타났

다. 창업 업력과 관련하여 1년미만은 83명(36.9%), 1-2

년 미만은 40명(17.8%), 2-3년 미만은 19명(8.4%), 3-4

년 미만은 24명(10.7%), 4-5년 미만은 17명(7.6%), 5년 

이상은 42명(18.7%)로 나타났다. 다음의 Table 1은 인

구통계학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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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Frequency

Gender
Male 179(79.6%)

female 46(20.4%)

Age

23-26 10(4.4%)

27-29 18(8.0%)

30-39 69(30.7%)

40-49 69(30.7%)

50 or over 50 59(26.2%)

Education

High school 12(5.3%)

College 21(9.3%)

University 113(50.2%)

Degree of Master 49(21.8%)

Degree of doctor 30(13.4%)

Entrepreneu

rship 

less than 1 years 83(36.9%)

1-less than 2 years 40(17.8%)

2 - less than 3 years 19(8.4%)

3 - less than 4 years 24(10.7%)

4 – less than 5 years 17(7.6%)

5 – more than 5 years 42(18.7%)

Table 1. The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4.2 탐색적 요인분석  

Variable Item
Factor

1 2 3

Entrepreneurial 
Intentions

A1 .735 .325 .147

A2 .847 .273 .150

A3 .822 .162 .328

A4 .892 .138 .281

A5 .881 .110 .300

A6 .890 .123 .220

Mentor-Mentee 
Ftitness

B1 .254 .743 .417

B2 .184 .855 .313

B3 .163 .872 .247

B4 .177 .893 .159

B5 .206 .857 .202

Trust in Mentor

C1 .316 .294 .811

C2 .297 .161 .833

C3 .339 .226 .849

C4 .143 .484 .704

C5 .259 .377 .739

  Eigen value 4.886 4.366 3.881

  % of Variance 30.536 27.291 24.256

Cumulative % 30.536 57.826 82.083

KMO=.926 (sig=.000)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의도는 .735 - .892로 요인1로 묶였고, 멘토-멘티 

적합성은 .743 - .893으로 요인2로 묶였으며, 멘토에 대

한 신뢰는 .704 - .849로 요인3으로 묶였다. 다음의 

Table 2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대한 결과표이다.

4.3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상관관계 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멘토-멘티 적합성은 .948, 

멘토에 대한 신뢰는 .929, 창업의도는 .951로써 모두 .7이

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멘토-멘티 적합성, 멘토에 대한 

신뢰, 창업의도는 서로 모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멘토-멘티 적합성은 긍정적으

로 멘토에 대한 신뢰와 관련성을 가진다. 그리고 멘토에 

대한 신뢰는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멘토-멘티 적합성은 창업

의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의 Table 3은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결과표이다.

Mean S.D 1 2 3 4 5 6 7

Gender 
Dummy

(1)

- 　 　 　 　 　 　

Age(2) -.026 - 　 　 　 　 　

Education

(3)
.068 .264*** - 　 　 　 　

Period(4) .037 .377*** .177** - 　 　 　

Mentor-
Mentee 
Ftitness

(5)

5.0461.245.251*** -.010 .012 -.097 - 　 　

Trust in 
Mentor

(6)

6.0861.054.274*** -.067 -.008 -.067.645*** - 　

Entrepren
eurial 

Intentions
(7)

6.1221.021.288*** -.047 .018 -.006.474***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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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liability Analysis

4.4 가설검증

멘토-멘티 적합성은 멘토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가설1은 지지 되었

다. 다음의 Table 4는 멘토-멘티 적합성이 멘토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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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Trust in Mentor

Model 1 Model 2

β t β t

Gender 
Dummy

.276 4.258*** .118* 2.232

Age -.035 -.486 -.061 -1.077

Education -.007 -.098 -.010 -.184

Period -.063 -.895 .013 .235

Mentor-
Mentee Ftitness

.617 11.656***

R2 .082 .434

⊿R2  - .352

F 4.936 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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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Regression Analysis

(Mentor-Mentee Ftitness -> Trust in Mentor)

멘토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 검증과 관련하여 먼저 

멘토-멘티 적합성이 멘토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

은 위에서 이미 검증되었다. 또한 멘토-멘티 적합성은 창

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멘토에 대한 신뢰도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Table 5는 멘토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 결과표이다. 모형3에서 멘토-멘티 적합

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형2에서 보다 유의

하게 작아졌다. 그리고 멘토에 대한 신뢰도 또한 창업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

서 부분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가설2, 가설3, 가설4는 모두 지지 되었다.

Dependent Variable: Entrepreneurial Intentions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Gender 
Dummy

.286 4.421*** .175 2.896** .121 2.154*

Age -.041 -.580 -.060 -.925 -.032 -.536

Education .010 .143 .007 .123 .012 .214

Period -.002 -.033 .051 .803 .045 .771

Mentor-
Mentee 
Ftitness

.434 7.167*** .151 2.128*

Trust in 

Mentor
.459 6.473***

R2 .085 .259 .378

⊿R2 .174 .120

F 5.086** 15.274*** 2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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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Trust in Mentor

5. 결론

5.1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멘토-멘

티 적합성을 독립변수로 정하고 이에 따른 역할을 규명

하였다. 그 역할의 중요성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멘토-멘티 적합성은 

멘토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는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멘토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변수

이기 때문에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멘토-멘티 적합성

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멘토에 대한 신뢰는 창업의

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멘토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창업의도는 증가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멘토

-멘티 적합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멘티

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멘토-멘티 

적합성이 멘토에 대한 신뢰를 통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핵심적인 역할 변수로 멘토에 대한 신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멘토는 멘티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

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창업의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멘토-멘티 적

합성을 독립변수로 보고 멘토에 대한 신뢰를 매개변수로 

보았다.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멘토의 역량도 

중요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멘토의 특

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요소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

하다. 더 나아가 창업의도의 수준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조절변수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멘토-멘티 적합성이 창업의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멘토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 볼 수 있다. 신뢰

향상에 있어서 멘토-멘티 적합성, 멘토에 대한 만족도, 

멘티의 지원행동 등이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변수

로 간주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수들의 역할

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 이 외에도 창업의도의 수준을 감소 시키

는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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