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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멘토링 프로그램은 창업교육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창업자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창업으로 인해 겪을 수 있
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창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효율성이 인정되어 그 비중과 프로그램의 내
용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멘토링기능이 청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멘토링기능과 기업가정신 사
이에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과 검증을 통하여 멘토링기능과 기업가정신 사이에 창업준비기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15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에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당성 분
석 및 신뢰도분석, 위계적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멘토링기능은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었고 창업준비기간은 멘토링기능과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이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멘토링기능은 창업자의 진취성
과 위험감수성 향상에는 효율적이지만 혁신성 향상에는 효율적이지 않으며, 창업준비기간에 따라 분류하여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용하
면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중 진취성과 위험감수성 향상이 증가하는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해 창업자의 특성 및 창업준비기간의 정도를 반영한 맟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을 제
안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 창업, 멘토링기능, 창업준비기간, 기업가정신

Ⅰ. 서론
시대의 흐름이 지식사회를 넘어 창조경제시대로 변화함에 따
라 창업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의 주
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
화 및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창업을 주목하도록 만들
었다. Emenike(2013)은 창업을 ‘경제위기와 경제성장 둔화가 우
수한 벤처⦁창업 기업이 새로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국내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방법 중 가장 오랜 전부터 지원하는
방법으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가 있다. 창업보육센
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 주도적으로 대학의 기술 및 연
구결과를 창업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대학
또는 연구소 내 운영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창업보육
센터에서는 창업 멘토링, 교육훈련, 경영 컨설팅, 투자연계 등
다양한 창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보육센터 지원제
도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창업보육센터의 설립목
적에 부합하여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에 효과적이었는가에 대

제공하였으며, 신규시장과 고용창출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한 결과는 회의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다(Bae, Pyo, and Kim,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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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특히 청년창업자들은 기업경영에 관한 이론적지식과 간접경
험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생
창업은 대다수가 취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재우·고복수·강진규

창업현장에 도전하는 사례도 성공 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주저
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등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2.2 멘토링기능
Klauss(1981)는 멘토링기능(Mentoring Function)의 최초 연구

것이 국내의 창업환경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자로 ‘경력관리에 관한 충고’, ‘개인 심리적 상담’, ‘후원 및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창업자들의 심리적, 생리적 안정과

조정’, ‘피드백’, ‘역할모형’이라는 5가지 기능으로 분류하였

경험 부족에 대한 불안감 완화와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고, Kram(1983)은 klauss(1981)의 선행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창업교육 프로그램 중 창업 멘

분류하여 ‘경력관련기능’과 ‘심리사회적기능’ 두 가지 기능을

토링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

9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Burke(1984)는 Kram(1983) 연구를

은 창업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창업에

재정리하여 ‘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델기능’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청년창업의 활성화 및 성공창

3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Han and

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Jung(2001)이 멘토링기능을 ‘멘티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있는

본 연구는 첫째, 멘토링기능이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 멘토링기능과 기업가정신 사

사고나 견해를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지적자극’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셋째, 분석결과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멘토링기능(Burke, 1984; Han

따라 창업자의 특성과 창업준비기간의 정도에 따라 멘토링

and, Jung, 2001; Moon and Hwang, 2007)을 경력개발과 교육,

효과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훈련을 통해 자신감 제고 및 상담자 역할과 멘티가 필요로

한다.

하는 욕구충족 및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멘토링기능을 ‘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Ⅱ. 이론적 고찰

‘역할모델기능’ 3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선행연구로

2.3 기업가정신

창업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안정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멘토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이 대중에게 각인되기 시작한 것은 오스트

링기능에 관한 연구와 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업가정신에

리아의 경제학자 Schumpeter(1934)에 의해서였다. 그는 자본주의

관한 연구 및 창업준비기간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가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에 의해 발전하며, 기업가를 이러한

2.1 멘토링 정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유발하는 혁신 활동을 하는
자’로 정의하였다(Schumpeter, 1934; Lee, 2008).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타인을 통해
학습 하거나 조언을 받으며 생활한다. 특히 조직생활에서는
선임자 또는 경험 있는 선배들의 조언과 피드백을 통해서 본
인의 능력개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Kram(1983)은 멘토링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의 선임자 또는
선배는 후배들의 능력향상에 기여를 하고 선⦁후배 간에 상호
작용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 이라고 멘토링을 설명하고 있다.
Kim(2002)은 멘토와 멘티가 일정기간 동안 신뢰를 쌓으면서
심리적 안정 및 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관계를
멘토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Ryu(2006)는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
고 역량개발 및 리더로 진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설명하고 있다.
Day and Allen(2002)은 멘토를 멘티가 성장하도록 영향력을
제공하는 사람, 멘티가 처한 환경에 대하여 상담과 심리적
지원을 통해 멘티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사람으로 정
의하고 있다. 또한 Moon and Hwang(2007)은 멘토를 조직 내
지원자 역할을 하는 상급자 또는 선배라고 정의하고, 멘티는
개인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멘토의 도움을 받는 하급자 혹은
후배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를 재정리 하면 멘토링은 창업
자들의 기업가정신 향상과 창업 성공에 도움을 주는 매우 중
요한 교육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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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관한 선행연구 중 현대 경영학의
대가인 Drucker(1985)는 기업가정신을 ‘기업가가 새롭고 이질적
인 것에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변화에 대응하며 도전하여
변화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그는 기업가
의 역할은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기회의 극대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은 과학 또는 예술이 아니며 실천이라고 주
장하였다. 기업가정신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성장을 이끄
는 제4의 생산요소로서 중요성을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왕성
한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주고자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다. 현재 학계에서는 Stevenson(1986), Timmons(1994)
등이 제시하는 기업가정신의 의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Stevensons(1986)이 정의하는 기업가정신은 통제가능한 자원여부에
관계없이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Timmons(1994)는
기회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접근방법과 체계적인 리더십을 바
탕으로 사고․추론․행동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업가정신을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실현하기 위하
여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정신과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3가지로 분류하
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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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창업 준비기간

2.6 창업 준비기간의 조절효과

창업 준비기간은 사업을 계획하는 시점부터 창업시점까지의

창업자를 위한 멘토링기능과 기업가정신과의 관계에서 창업

기간을 의미한다. Kang and Ha(2012)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

준비기간에 관한 선행연구로 Jung and Kim(2001)은 창업 준비

해서 창업준비기간 동안 사업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창업

가 창업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영관행들 중의

을 준비하는 기간’ 으로 설명하며 체계적인 창업 준비정도가

하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Cho and Yang(2014)의 연구결

창업 이후 사업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 창업준비도에 창업준비기간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창업준비

매출액을 기준으로 통계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창업준비기간

기간이 창업의 기술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에 있다고 연구 결과

이 1~2년일 때 월평균 매출액과 순이익이 가장 높은 결과를

를 제시하였다. 또한 Small Business Agency(2010)에 의하면, 창

알 수 있었다(Small Business Agency, 2010). 선행연구를 통해

업 준비기간이 1~2년일 때 월평균 매출액과 순이익이 가장 높

창업 준비기간이 오래되었다고 기업가정신 또는 창업성공에

다고 조사되었다. 창업준비기간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은

유의하기 보다는 기업가정신 향상에 효과적인 창업 준비기간

상황이지만 멘토링기능과 기업가정신 사이에 유의한 조절효과

이 있겠다는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 연구를 위한 사전연구

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로 창업 준비기간의 많고 적음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해 창업 준비기간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였다.
창업준비기간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Oh
and Yang(2014)의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내용을 재정리하여
창업준비기간을 예비 창업자가 창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시
점에서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였으며, 창업준비기간의 많고 적
음의 기준은 1년 미만, 1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
만, 3년 이상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2.5 멘토링기능과 기업가정신과의 관계

가설 H2 멘토링기능과 기업가정신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
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H2-1. 멘토링기능과 혁신성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H2-2. 멘토링기능과 진취성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H2-3. 멘토링기능과 위험감수성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Ⅲ. 실증 연구

인 선행연구는 미비한 상황으로 학습 또는 경험과 교육이 기

3.1 연구모형

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Kirzner, 1973;

본 연구는 아이디어 또는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Drucker, 1985; Timmons and Spinelli, 2004)에 의하면 기업가

위한 멘토링기능과 기업가정신 간의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규

멘토링기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직접적

정신은 학습을 통해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일반적인
교육도 창업자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멘토링기능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에 영향
을 주는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단순하게 회

Park et al.(2009)는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하여 체계적인 창

귀분석을 이용하여 변인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업교육 및 멘토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Karlan and

변인 간의 상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해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는

Valdivia(2009)는 기업가정신은 교육을 통해 스킬과 성과를 높

점을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기업가정신은 교육을 통해서 후
천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Lee and
You(2012)의 멘토링기능과 기업가정신의 영향에 관한 연구

변인의 하위요인을 멘토링기능과 기업가정신은 3개 요인,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한 창업 준비기간은 1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멘토링기능은 기업가정신의 혁신성과 진취성
에 영향이 있으며, 위험감수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가설 H1. 멘토링기능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멘토링기능은 혁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멘토링기능은 진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멘토링기능은 위험감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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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2.3 역할모델기능
Noe(1988), Scandura(1992)는 역할모델기능을 ‘멘토가 역할 전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독립변수인 멘토링기능의 측정변수로

수자로서 멘티에게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델기능으로 구분하여

행동방식과 태도, 가치관을 전해주고, 멘티는 멘토를 바람직한

정의하였으며, 종속변수인 기업가정신의 측정변수는 혁신성,

역할 모형이나 준거로 선정하고 닮아가는 것으로 조직 내 멘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조절변수는 창업준비기간으로 정의

티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능’ 이라고 설

하였다.

명하고 있으며, Weiss(1997), Lim(2008)은 ‘멘토가 조직 내에서

3.2.1 경력개발기능

멘티의 역할 수행의 전수자로 활동하며 적절한 행동방식과 가

Kram(1983)은 경력개발기능을 ‘멘토가 멘티에게 자신의 능

율성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역

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요령을 습득하게 해주고

할모델기능은 창업자가 적절한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도와주고

조직에서의 승진 또는 경력발전을 위해 미리 준비하도록 도

역할 수행 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정

와주는 기능’ 으로 설명하였으며, Kim(2000)은 경력개발이란

의하였으며, 설문문항은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치관을 배양하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 멘티의 역할수행의 효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을 통
해 자신의 직무관련 태도, 능력 및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는

3.2.4 혁신성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경력개발기능은 멘토가 멘티에게 조직

Schumpeter(1934)에 의하면 혁신이라는 것이 창조적 파괴를

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령을 습득하게 해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주고, 조직생활의 적응과 승진 또는 경력개발을 위한 능력을

정의하였고, 새로운 생산 및 운영방식, 새로운 공급자, 신시장,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으로 정의하였다(Kram, 1983; Noe,

신제품, 새로운 제도에 의해 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는데

1988).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 방식과는 차별화된 새로움이 있어야

Kim(2013)은 ‘경력개발 기능에서 멘토는 조직 내 업무와 관

하고 기존 제품 및 서비스에 비해 우수해 경쟁을 이겨내고

련하여 세부적으로 후원(sponsorship), 노출 및 소개(exposure

시장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혁신성은

& visibility), 지도(coaching), 보호(protection), 도전적인 업무부

기존 제품 및 서비스보다 우수한 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적극

여(challenging assignments)라는 하위 기능을 멘티에게 제공한

적인 의지로 정의될 수 있다(Lee, et. al 2006; Hong, Choi, and

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Park, 2010). 혁신의 정의에 의하면 혁신성은 기업의 입장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력개발기능을 창업자가 자신의 기업을 운

혁신적 아이디어를 장려하고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용하는데 필요한 방식을 습득하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

하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해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으로 정의하였으며, 설문문항은

의지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Hong, Choi, and Park, 2010).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혁신성은 기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공정개발과 새로운

3.2.2 심리사회적기능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동기부여, 권한위임,

Lankau, Carlson & Nielson(2006)는 심리사회적기능을 ‘상담,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새로운 사업에 관한 추진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설문문항은 3개의

우정 등을 통해 멘티가 조직생활을 하는데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고 조직에 적응해 가도록 하는 기능으로 멘토는

3.2.5 진취성

멘티의 고민을 상담해 주며,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멘티

진취성(proactiveness)에 관하여 Knight(1997)는 ‘기업의 목적을

의 자아 확립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Kram(1983),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Noe(1988)는 ‘멘티가 조직생활을 하는데 심리적인 안정감을

기회를 포착하며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라고

갖게 해주고, 멘티의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해 주며, 상호간

정의하였으며, Lumpkin and Dess(2001)는 ‘산업 내에서 적극적인

에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멘티가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경쟁적 행동으로 사업기회에 대한 조직적 추구성향’ 이라고 설

확립하도록 도와주는 기능’ 으로 설명하고 있다.

명하였다. Hong, Choi, and Park, (2010)은 ‘진취적 기업은 목표달

Viator(2001)는 ‘심리사회적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

성을 위해서 환경변화의 추세를 살펴보고 새로운 시장기회를

는 멘토링이 조직 내외에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갖을 수 있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며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는 분위기가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경쟁자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해

심리사회적기능은 창업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

가는 조직’ 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취성을 시장 내 경

고, 개인의 고민 상담을 통하여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쟁자에 대한 적극적인 경쟁의지, 우월한 성과를 창출하려는 의

자존감, 자신감,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지, 시장 내 지위향상을 위하여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수준으로

정의하였으며, 설문문항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전하는 자세로 정의하고 설문문항은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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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기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창업 준비기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3.2.6 위험감수성

<표 2> 설문지 구성

위험감수성은 위험을 수용하려는 자세나 개인적 특성으로

분류

창업은 재무적 위험이 발생하고 재무관계로 인한 친구나 친척
과의 관계적 위험, 실패로 인해 자신감 상실과 같은 심리적,

내용

문항수

척도

심리사회적기능

6

5

역할모델기능

5

5

경력개발기능

6

5

혁신성

3

5

진취성

4

5

위험감수성

3

멘토링기능

감정적 위험 등을 동반 한다(Liles, 1974; Brockhaus, 1980).
많은 연구자들이 창업자의 위험감수성이 경영자들보다 높은
가를 검증하려고 노력하였으며, Brockhaus(1980)는 창업자의
위험감수성이 조직 내 변화를 겪은 경영자들에 비해 높지 않

기업가정신

다는 실증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창업자들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아주 높은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대부분
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비창업자들과 비교해 높은 위험을 추구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roehl, 1978; Carland et al., 1995).
위험감수성은 사업을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 자주 크고 작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참여, 불확실성에서 투
자전략과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설문문항은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 연구표본 및 설문지 구성
3.3.1 연구표본

참고문헌

Viator(2001)
Moon, Hwang(2007)
Nam(2013)

Song(2011)

5

창업준비기간

1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인구통계학적 설문

13

성별, 연령, 학력 등

Ⅳ. 실증 분석
4.1 기술통계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표본을 통해 기술통계 분석은 성별,
연령, 학력, 창업동기, 창업성공요인, 창업분야로 분류하여
<표 3>과 같이 분석하였다.

설문 대상은 아이디어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2014년 예비창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업자 중 창업보육기관을 통하여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
하였다. 수집한 설문내용 분석방법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18.0 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단일성 검증을

빈도

%

남자

88

56.40

여자

68

43.60

분 류

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K 지역의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성별

위해 신뢰도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변인
사이에 인과관계 분석 및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 분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표 1> 연구 표본

27.60

16

10.30

기타

18

11.50

67

42.90

합계

156

100.00

26세 ~ 30세

63

40.40

아이템선정

43

27.60

2.60

철저한
창업계획

69

44.20

상품차별화

33

21.20

창업자금

5

3.20

4

4.50
4.50

조사대상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

합계

156

100.00

재정리하여 17개 문항으로 구성, 기업가정신은 Song(2011)의

43

평생직업
확보

21세 ~ 25세

7

멘토링기능은 Nam(2013)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내용을

수익창출

5.10

7

구통계학적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창업
동기

8

41세 이상

설문지의 구성은 멘토링기능, 기업가정신, 창업준비기간,인

50.60

20세 이하

36세 ~ 40세

3.3.2 설문지 구성

79

100.00

2014. 7. 5 ~ 2014. 7.20

156 부

자신능력
개발

156

조사기간

표본 수

%

합계

연령 31세 ~ 35세
표본 조사

빈도

분 류

고등학교
졸업

41

26.30

전문대졸업

17

10.90

학력
대학교졸업

합계

98
156

62.80
100.00

창업
성공
요인

창업
분야

기타

6

3.80

합계

156

100.00

일반창업

23

14.70

지식서비스

59

37.80

아이디어창
업

70

44.90

기타

4

2.60

합계

156

100.00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내용을 재정리하여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설문 문항은 창업동기, 창업성공요

성별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가 88명(56.40%), 여자가 68

인, 창업분야, 창업준비기간, 창업희망기간, 창업자금정도, 창

명(43.60%)으로 남자가 약간 많았으나, 여성 창업자가 40%

업자금 조달방법 등 13개의 문항으로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

이상으로 여성들도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하였다.

있다. 연령은 21~25세 까지가 67명(42.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6세~30세로 63명(40.40%), 31세 이상은 18명(12.10%),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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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가 8명(5.10%) 순으로 20대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이유는

석결과 역시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요인분석에서 제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 특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된 요인은 멘토링기능10, 멘토링기능12 2개의 요인은 요인

학력은 대졸(62.80%), 고졸(26.30%), 전문대졸(10.90%) 순으로

부하량이 낮아 요인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대학 졸업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학교

<표 4> 멘토링기능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졸업자들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대학교 졸업자들이 창업에 관

성분

심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전문대학교는 교과과정의 특

Commu
nality

항목

심리사회적
기능

역할모델
기능

경력개발
기능

멘토링기능06

0.780

0.306

-0.029

0.703

(10.30%) 순으로 청년 창업자들의 50% 이상이 자신의 능력 향

멘토링기능07

0.719

0.286

0.175

0.630

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멘토링기능09

0.715

0.131

0.299

0.617

창업 성공요인은 창업계획(44.20%), 아이템선정(27.60%), 상품

멘토링기능15

0.694

0.283

0.082

0.569

차별화(21.20%), 창업자금(3.20%) 순으로 창업계획을 매우 중요

멘토링기능11

0.684

0.171

0.459

0.707

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창업계획을 중요하게 생

멘토링기능13

0.683

0.144

0.326

0.593

각하는 창업자들의 창업준비기간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멘토링기능08

0.157

0.781

0.155

0.659

창업자금의 중요성을 낮게 판단하는 이유는 아직 사회적 경험

멘토링기능14

0.244

0.762

0.312

0.738

이나 기업운영 경험 부족으로 창업자금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

멘토링기능17

0.376

0.752

0.114

0.720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분야는 아이디어창업(44.90%),

멘토링기능16

0.429

0.723

-0.029

0.708

지식서비스(37.80%)로 청년 창업자는 일반 창업 보다는 자신의

멘토링기능01

0.136

0.716

0.270

0.604

멘토링기능04

0.152

0.274

0.801

0.739

멘토링기능02

0.184

0.022

0.794

0.664

멘토링기능03

0.253

0.095

0.766

0.660

멘토링기능05

0.098

0.400

0.751

0.734

Eigen value

6.811

1.815

1.420

요인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은 Varimax 방법으로 회

%분산

45.405

12.102

9.466

전하였고 요인분석으로 선정된 변수들의 공통성이 0.4 보다

%누적

45.405

57.507

66.973

낮은 변수들은 요인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요

Cronbach's α

0.872

0.873

0.848

성으로 졸업자 대부분 취업이 이루어져 예비창업자에 전문대
졸업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을 하게 된 동기는 자신
의 능력 개발(50.40%), 수익창출(27.60%), 평생직업 확보

아이디어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
려는 발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타당성분석 및 신뢰도분석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위한 탐색적

인분석으로 그룹핑 된 변수들의 신뢰계수를 구하여 신뢰계수가
0.6 이하인 요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2.2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설문항목은 모두 10개 항목이었

4.2.1 멘토링기능

으며 구성항목 중 요인 부하량이 낮거나 구성개념이 다른 요인에

멘토링기능(mentoring function)의 설문항목은 모두 17개 항목
이었으며 구성변수 중 요인 부하량이 낮거나 구성개념이 다른

적재되는 변수는 제외하고 요인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인 3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요인에 적재되는 변수를 제외하고 요인 분석한 결과 <표 4>와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은 기업가정신 중 진취성으로, 요인 2는

같이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인 3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혁신성으로, 요인 3은 위험감수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진취성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은 멘토링기능 중 심리사회적기능으로,

고유값이 3.025, 분산의 설명력은 37.817%, 혁신성은 고유값이

요인 2는 역할모델기능으로, 요인 3은 경력개발기능으로 명

1.441, 분산의 누적설명력은 55.830%, 위험감수성은 고유값이

명하였으며 심리사회적기능의 고유값이 6.811, 분산의 설명력은

1.003, 분산의 누적설명력이 68.365%로 분석되었다.

45.405%, 역할모델기능의 고유값은 1.815, 분산의 누적설명력은

기업가정신의 분산 설명력은 68.365%로 멘토링기능의 분산

57.507%, 경력개발기능의 고유값은 1.420, 분산의 누적 설명

설명력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통성(communality)는

력이 66.973%로 멘토링기능의 분산 설명력은 적합한 것으로

8개 항목 모두 0.4 이상으로 적합하였다.

분석되었고, 공통성(communality)는 15개 항목 모두 0.4 이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선정된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
내는 신뢰도결과는 진취성(Cronbach's α = 0.743), 혁신성

으로 적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선정된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

(Cronbach's α = 0.639), 위험감수성(Cronbach's α = 0.687) 3

내는 신뢰도 분석 결과는 심리사회적기능(cronbach's α =

개 요인 모두 0.6이상으로 신뢰도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

0.872), 역할모델기능(cronbach's α = 0.873), 경력개발기능

으며, 요인분석에서 제외된 요인은 기업가정신01, 기업가정신

(cronbach's α = 0.848) 3개 요인 모두 0.6이상으로 신뢰도 분

04 2개의 요인으로 제외된 2개의 요인은 요인 부하량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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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기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창업 준비기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요인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7> 회귀분석 결과(혁신성)

<표 5> 기업가정신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Mode1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Commun
ality

기업가정신06

0.830

0.197

0.144

0.749

기업가정신05

0.759

0.377

0.086

성분
항목

Mode2

Mode3

Mode4

VIF

상수

3.843

.929

.915

.893

성별

.054

-.037

-.037

-.044

1.107

연령

.116

.043

.048

.060

1.458

0.726

학력

-.076

-.085

-.079

-.111

1.472

경력개발
기능(A)
심리사회
적기능(B)
역할모델
기능(C)
창업준비
기간(C1)

.181

.182

.181

1.620

.231

.233

.292

2.469

-.396***

-.398

-.343

2.006

-.015

.004

2.012

A x C1

-.013

3.283

B x C1

.139

3.433

-.203

2.695

통제
변수

기업가정신07

0.741

-0.048

0.261

0.619

기업가정신03

0.097

0.805

0.060

0.660

기업가정신10

0.211

0.762

-0.151

0.648

기업가정신02

0.082

0.637

0.472

0.635

기업가정신08

0.134

0.000

0.839

0.722

기업가정신09

0.256

0.044

0.801

0.709

Eigen value

3.025

1.441

1.003

%분산

37.817

18.013

12.535

%누적

37.817

55.830

68.365

R

²

0.016

0.473

0.473

0.492

Cronbach's α

0.743

0.639

0.687

F
(p-value)

0.808
(0.491)

22.275***
(0.00)

18.973
(0.858)

14.046
(0.147)

4.3 가설검증

독립
변수

조절
변수
상호
작용
효과

C x C1

주) * : p<0.10, ** : p<0.05, *** : p<0.01

멘토링기능의 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은 혁신성에 유

4.3.1 멘토링기능과 기업가정신의 가설 검증

의한 영향이 없으며, 역할모델기능은 혁신성에 부(-)의 영향(p

멘토링기능이 종속변수인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표

< 0.01)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절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6>과 같이 분석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과 <표 7>의 Mode3과 같이 회귀모형 F 값이 p = .858에서
18.973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없는 것

<표 6> 회귀분석(기업가정신)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멘토링
기능

상수

.197

기업가정신

.048

통계량

t

유의확률

7.917

.000

부(-)의 영향이 있으며, 경력개발기능과 심리사회적기능은 유

.000

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H1-1 “멘토링기능은 혁신

베타

.714

²

으로 나타났다.

12.669

²

R = .714, R = .510, 수정된R = .507
F=160.514, p=.000

4.3.1.1 인과관계 가설검증 (가설 H1)
멘토링기능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의 검정 결과, t 값은 12.669(p<0.01)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은 채택되었다.
즉 창업자를 위한 멘토링기능의 질이 향상되면 기업가정신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 값이 p = .000에서
160.514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 = .510으로
51.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4.3.2 멘토링기능과 혁신성 사이 가설 검증
멘토링기능인 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델기능이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 7>과 같이 분석
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4.3.2.1 인과관계 가설검증 (가설 H1-1)

멘토링기능과 혁신성에 관한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7>
Mode2의 회귀모형은 F 값이 p = .000에서 22.275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 = .473으로 47.30%의 설명
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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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멘토링기능의 역할모델기능은 혁신성 향상에

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 되었다.

4.3.2.2 창업준비기간의 상호작용효과 검증(가설 H2-1)
멘토링기능과 혁신성 사이에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과를 위
계적 회귀분석한 결과 <표 7> Mode4와 같이 회귀모형 F 값이
p = .147에서 14.046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회귀모형의 설명
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델기능과
혁신성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H2-1 “멘토링기능과 혁신성 사이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4.3.3 멘토링기능과 진취성 사이 가설 검증
멘토링기능인 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델기능이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 8>과 같이 분석
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4.3.3.1 인과관계 가설검증 (가설 H1-2)
멘토링기능과 진취성에 관한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8>
Mode6의 회귀모형은 F 값이 p = .000에서 14.329의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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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 = .366으로 36.6%의 설명력을

<표 9> Mode10의 회귀모형은 F 값이 p = .000에서 6.678의

보이고 있다.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 = .212으로 21.2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표 8> 회귀분석 결과(진취성)

Mode5

Mode6

Mode7

Mode8

상수

3.996

2.065

2.018

2.203

성별

.181**

.121*

.120*

.131*

1.107

연령

.126

.057

.082

.128

1.458

학력

-.068

-.075

-.052

-.068

1.472

.035***

.033***

.024***

1.620

.303***

.313***

.182***

2.469

상에 정(+)의 영향이 있으며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델기능은

.360***

.368***

.398***

2.006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H1-3 “멘토링기능은 위

-.063

-.057

2.012

A x C1

.323***

3.283

B x C1

-.299**

3.433

-.059

2.695

통제
변수

독립
변수

조절
변수
상호
작용
효과

멘토링기능의 경력개발기능은 위험감수성에 정(+)의 영향(p

경력개발
기능(A)
심리사회
적기능(B)
역할모델
기능(C)
창업준비
기간(C1)

C x C1

²

R
F
(p-value)

0.043
2.258*
(0.084)

0.366
14.329***
(0.000)

0.368
12.311
(0.482)

VIF

< 0.01)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
델기능은 위험감수성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0.406
9.911**
(0.029)

주) * : p<0.10, ** : p<0.05, *** : p<0.01

조절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9>의

mode11과 같이

회귀모형 F 값이 p = .292에서 5.888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링기능의 경력개발기능은 위험감수성 향

험감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채택 되었다.

4.3.4.2 창업준비기간의 상호작용효과 검증(가설 H2-3)
멘토링기능과 위험감수성 사이에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 <표 9> mode12는 회귀모형 F 값이
p = .071에서 4.95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 = .255로 25.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창업준비기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력개발기능,

멘토링기능의 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델기능은

심리사회적기능과 위험감수성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부(-)의

진취성에 정(+)의 영향(p < 0.01)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호작용효과가 있고, 역할모델기능과 위험감수성 사이 창업

조절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8>의 Mode7과 같이 회

준비기간은 정(+)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귀모형 F 값이 p = .432에서 12.311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회

H2-3 “멘토링기능과 위험감수성 사이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

귀모형의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과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링기능의 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표 9> 회귀분석 결과(위험감수성)

역할모델기능은 진취성 향상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Mode9

Mode10

Mode11

Mode12

상수

3.778

1.703

1.579

1.456

성별

-.208**

-.233***

-.234

-.232***

1.107

연령

-.046

-.102

-.061

-.068

1.458

학력

.221***

.217***

.255

.234***

1.472

경력개발
기능(A)

.029***

.032***

.049**

1.620

심리사회
적기능(B)

.303

.320

.304

2.469

역할모델
기능(C)

.093

.107

.131

2.006

-.106

-.053

2.012

A x C1

-.224***

3.283

B x C1

-.070**

3.433

.132***

2.695

분석되어 가설 H1-2 “멘토링기능은 진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 되었다.

4.3.3.2 창업준비기간의 상호작용효과 검증(가설 H2-2)

통제
변수

멘토링기능과 진취성 사이에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과를 위
계적 회귀분석한 결과 <표 8> mode8은 회귀모형 F 값이 p =
.029에서 9.911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 =
.406으로 40.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독립
변수

창업준비기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력개발기능과
진취성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정(+)의 상호작용효과가 있고,
심리사회적기능과 진취성 사이 부(-)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으며,
역할모델기능과 진취성 사이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H2-2 “멘토링기능과 진취성 사이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채택 되었다.

4.3.4 멘토링기능과 위험감수성 사이 가설 검증
멘토링기능인 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델기능이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 9>와 같이 분석
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절
변수
상호
작용
효과

창업준비
기간(C1)

C x C1
R

²

0.069

0.212

0.218

0.255

F
(p-value)

3.727**
(0.013)

6.678***
(0.000)

5.888
(0.292)

4.959*
(0.071)

VIF

주) * : p<0.10, ** : p<0.05, *** : p<0.01

4.3.5 가설검증 결과
가설검증 결과 멘토링기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4.3.4.1 인과관계 가설검증 (가설 H1-3)

<표 10>와 같은 연구 결과를 알아냈다.

멘토링기능과 위험감수성에 관한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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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기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창업 준비기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표 10> 가설검증 결과

향에 관한 연구결과가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가설

가설 내용

채택

가설

멘토링기능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이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멘토링기능이 기업가정신인 혁신성에 정(+)의 영향이 미칠
것이다.

기각

멘토링기능은 기업가정신인 진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멘토링기능은 기업가정신인 위험감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멘토링기능과 기업가정신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분
채택

멘토링기능과 혁신성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멘토링기능과 진취성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분
채택

1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
가설

2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

멘토링기능과 위험감수성 사이 창업준비기간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 향
상을 위해서는 경력개발기능을 강화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
성하면 위험감수성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멘토링기능이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하여 멘토링기능의 역할모델기능은
혁신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Lee
and You(2012)의 멘토링기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기각하였다. 멘토링기능의 역할모델기능이 혁신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혁신성
향상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창업자의 혁신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

채택

멘토링 프로그램 개선 시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하면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향상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로운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결과에 대하여 함의를 구하면 멘토링기능은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에는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의 진취성과 위험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멘토링기능 중 경력개발기능을 강화한 프로
그램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4.4.2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과 논의

4.4 논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서 가설

멘토링기능과 기업가정신 사이의 인과분석 및 조절효과를 분

설정 시 창업준비시간의 투입정도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한

석한 결과 1) 멘토링기능이 기업가정신 사이 인과관계를 검증

결과 멘토링기능과 기업가정신이 정(+)의 영향이 있을 때 경

한 결과, 기업가정신 중 진취성은 채택, 위험감수성은 부분채

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과 위험감수성 사이에 창업준비

택 그리고 혁신성은 기각 되었다. 2) 멘토링기능과 기업가정신

기간의 조절효과가 부(-)인 결과로 창업준비기간이 많으면 멘

사이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창업준비기간의

토링기능 중 경력개발기능과 심리사회적기능은 위험감수성

조절효과가 위험감수성에서는 채택, 진취성은 부분채택, 혁신

향상에 상호작용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은 기각 되었다. 이 결과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역할모델기능은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과가 정(+)인 결과로

4.4.1 멘토링기능의 인과관계 논의

첫쨰, 멘토링기능과 기업가정신 사이 창업준비기간의 조절

창업예비기간이 많으면 멘토링기능 중 역할모델기능은 위험
감수성 향상에 상호작용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멘토링기능이 기업가정신 중 진취성에 정(+)의 영향을

이 결과는 위험감수성 향상을 위한 상호작용효과를 증가시

미치는 연구결과를 통하여 멘토링기능은 기업가정신 중 진취

키기 위해서는 창업준비기간이 많은 창업자에게는 역할모델

성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Yoon(2012)의 선행연

기능을 강화하고, 창업준비기간이 적은 창업자에게는 경력개

구에서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발기능과 심리사회적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위험감수성 향상에

다는 연구결과와 Lee and You(2012)의 멘토링기능이 기업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가 본 연구 결

둘째, 멘토링기능의 경력개발기능과 진취성 사이에 창업준

과를 지지하고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진취성을 향

비기간의 조절효과가 정(+)인 결과로 창업준비기간이 많으면

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또는 멘토의 특성에 따라 멘토

경력개발기능은 진취성 향상에 상호작용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링기능인 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델기능 중 하

알 수 있었다. 또한 심리사회적기능은 창업준비기간의 조절

나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기능을 강화하면 진취성 향상에

효과가 부(-)인 결과로 창업예비기간이 많으면 심리사회적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능은 진취성 향상에 상호작용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둘째, 멘토링기능이 기업가정신 중 위험감수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하여 멘토링기능의 경력개발기능이

었으며, 역할모델기능과 진취성 사이에 창업준비기간은 상호
작용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험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ee and

이는 진취성 향상을 위한 상호작용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You(2012)의 멘토링기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

서는 창업준비기간이 많은 창업자에게는 경력개발기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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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창업준비기간이 적은 창업자에게는 심리사회적기능을

능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창업자의

강화하는 것이 진취성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험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멘토링기능의 경력개발기

셋째, 멘토링기능과 혁신성 사이에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

능을 강화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인

과를 위계적회귀분석한 결과 <표 7> Mode4와 같이 회귀모형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멘토링기능인 심리사회적기능, 경력개

F 값이 p = .147에서 14.046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회귀모형의

발기능, 역할모델기능과 위험감수성 사이 창업준비기간의 상

설명력이 없어 멘토링기능과 혁신성 사이에 창업준비기간은

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준비기간이 적은 창업자는 경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력개발기능을 강화하면 창업자의 위험감수성 향상을 증가 시킬

이는 혁신성 향상을 위한 창업준비기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창업준비기간이 적은 창업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창

Ⅴ. 결론

업이 경력개발의 연장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강화하면 위험감
수성 향상을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창업자의 위험감수성 향상을 위해 창업 준비기간의 정도를

5.1 연구결과 요약

반영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위험감수성 향상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창업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중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멘토링기능과 기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

업가정신 사이에 창업준비기간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하여 실증

안하기 위하여 멘토링기능이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분석한 결과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하여 창업자의

영향에 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적 특성과 창업준비기간의 정도를 분류하여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멘토링기능인 심리사회적기능, 경력개발기능, 역할모
델기능은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창업자에게 혁신성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어 혁신성 향상을
위해서는 멘토링 프로그램 보다는 다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멘토링기능과
혁신성 사이 창업준비기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창업자의 혁신성 향상을 위해 창업
준비기간의 정도를 반영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별로 멘토링 프
로그램 내용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동일한 멘토링 교육
결과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 표본이 전 연령대
를 다루지 못하고 청년 예비창업자에 집중된 표본의 특성으
로 연구 대상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유사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양한 연령대의 표본을 대상으

둘째, 창업 멘토링기능인 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
할모델기능은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는 멘토링기능인 경력개발기능,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델기능 모두 창업자의 진취성 향상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멘토링기능인 심리사회적기능, 경력개발기능,
역할모델기능과 진취성 사이 창업준비기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준비기간이 많은 창업자는 경력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창업준비기간이 적은 창업자는 심리사회적기능을
강화하면 창업자의 진취성을 향상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창업준비기간이 적은 창업자는 심리적,
정신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창업준비기간이 많은 창업자에게는
창업이 지속적인 경력개발이라는 인식 전달을 통해 진취성을
향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창
업자의 진취성 향상을 위해 창업 준비기간의 정도를 반영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진취성 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성과는 다루지 않고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인 기
업가정신만을 다루었다는데 한계점이 있다. 선행연구 결과
기업가정신은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창업자의 기업가정
신이 창업성과로 이어지는 추적조사를 하면 더욱 의미가 있
을 것이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멘토링 교육을 받은 창업
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과 창업성과 간의 연계성에 관련
된 추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멘토링기능의 영향은 기업가정신, 창업역량, 사업모델
의 발굴 및 변경, 창업 의사결정 또는 창업의도, 창업성과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본 연구에서는 멘토링기
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만을 다루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멘토링기능이 미치는 다양한 결과
를 조사하여 멘토링기능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

셋째, 창업 멘토링기능인 경력개발기능은 기업가정신의 위
험감수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사회적기능, 역할모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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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는 멘토링기능이 미치는 많은 영향에 관하여 복합적으로 연
구할 필요가 있다.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0 No.1

멘토링기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창업 준비기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넷째, 멘토링기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석한 그룹과 멘토링 프로그램
에 참석하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하여 멘토링기능이 기업가
정신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한데 본 연구
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만을 다루었다는 한계
점을 갖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창업교육만을 받
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창업교육이 창업자의 기
업가정신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는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부분으로 표본 수집 시 표
본의 한계로 창업준비기간의 많고 적음의 기준을 어떻게 설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근거 자료가 부족하여 기준을 정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방향으로 멘토링 교육
을 받은 예비창업자의 표본을 추가로 확보하여 적정한 창업
준비기간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 창업보육
센터 운영 시 창업자 모집 기준 또는 적정한 인큐베이팅 기
간 등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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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Mentoring Functions on
Entrepreneurship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the Business Start-up
Preparation Period Oh, Jaiwoo*
KO, Boksoo**
Kang, Jinkyu***
Abstract
The mentoring program, conducted as part of 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by the Business Incubator, has been acknowledged
to help entrepreneurs feel less anxious and fearful of embarking on new business endeavors and the possibility of failure and gain a
positive view toward starting new businesses. For this reason, the investment into and the contents of the program have been reinforced.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mentoring funct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entrepreneurial mindset of young
entrepreneurs and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tart-up preparation period between the mentoring functions and start-up competence
as a means to analyze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business start-up preparation period between the mentoring functions and
entrepreneurship.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PSS 18.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to perform validity, reliability and hierarchical factor
analyses of the survey data obtained from 156 subjects, who took part in the entrepreneurship mentoring program.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the mentoring function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progressiveness and risk-taking aspects of
entrepreneurship and a negative impact on innovativeness. On the other hand, the business start-up preparation period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between the mentoring functions and the progressiveness and risk-taking aspects.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deemed
that while the mentoring functions efficiently improved the progressive and risk-taking characteristics of potential entrepreneurs, they were
not efficient in improving their innovativeness. Also, the application of the entrepreneurship mentoring program according to the start-up
preparation period had an interaction effect in which the progressiveness and risking-taking aspects of entrepreneurship were improved.
Based on these findings, a proposal was made in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a tailored mentoring program that reflects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entrepreneurs and their start-up preparation periods as a means to improve their entrepreneurial mindset.
Key words: Business start-up, mentoring functions, start-up perio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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