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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학교 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과정 및 산물 효과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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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학교 현장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학업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대표적인 개입 방법으로 학교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학교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부분 학교생활과 학업을 지원하는 예방프로그램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한 특성상 표적 문제를 설정하거나 즉각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
었다.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을 연구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도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고,
단일 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만을 비교하거나 발달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전검사 통제
없이 단순 비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의 과
정 산물 및 최종 산물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31명의 멘토링 참여 청소년 집단과 동일한 고위
험 상황인 66명의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비동일 통제집단 전후 비교설계를 수행하고, 산물은
과정산물과 최종산물로 나누어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가족구조, 사전검
사 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멘토링의 중간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지향적 산물에서는
사회적 지지, 성인역할모델의 존재, 성인역 부담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최종 발달
산물에서도 자존감, 자기유능감, 학교에서의 흥미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에서는 이러한 멘토링의 과정산물 효과성과 최종산물 효과성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학교 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의 수행 시 고려해야할 다양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저소득 가정, 빈곤 청소년, 학교기반 멘토링 프로그램, 산물 효과성, 과정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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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빈곤이라는 현상은 실직처럼 단일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과 효과를 단선적으로 논의
하기 힘들다. 만성적 빈곤은 스트레스적 상황과 사건의 집합체로서 빈곤 지위와 중첩적인 양상
을 보이는 빈곤 동반 위험요소(poverty-co-factor)의 영향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McLoyd, 1998;
박현선, 2008). 빈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빈곤 지위 자체에 대한 개입 즉, 경제적 지원
이나 고용 지원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제공되기 보다는 다양한 빈곤동반 위험요
소의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개입요소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접근을 시도해야 하는 것도 이러
한 이유 때문이다. 빈곤동반위험요소는 빈곤한 환경에서 비롯되는 가족 또는 지역사회 관련 위
험 요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 및 지역사회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
고, 긍정적인 보호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박현선, 2008).
멘토링 프로그램도 빈곤 동반 위험 요소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보호 요소를 제공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멘토링 프로그램은 빈곤하거나 구조적, 기능적 결손
가정에서 성장하는 고위험 아동들에게 건전한 성인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성인역 부담을 감소시
키고, 긍정적인 자아상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기반 멘토링은 멘티들의 생활공간인 학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근성과 연
속성은 높고, 스티그마는 적다는 장점이 있어 더욱 유용하다.
이에 최근에는 민관 모두 저소득 취약가정의 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물론 학교
를 기반으로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멘토링 프로그램들이 실제 얼마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유의미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면 그 변화의 핵심적 요소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매우 부족했다.
물론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효과성 연구들 또한 양적으
로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선실험 설계 즉,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고, 단일 집단의 변화 정도
만을 보거나 발달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에 대한 통제 없이 비교한 경우가 다
수이어서 개입과 산물간의 인과관계를 확신하는 데는 취약했다(김순규, 이재경, 2008; 한정우,
2002; 방진희, 2005; 이금진, 2011; 최이원, 2003, 하성민, 2001; 최경일, 2008; 한동주, 2007). 통제
집단을 설정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무작위추출을 통한 사전 동질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실제 고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에서는 윤리적, 현실적 이슈로 인해 무
작위 추출을 통한 동질성 확보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발달산물의 사전검사와 발달 산물 관련
주요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
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를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동일한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효과성의 기준을 너무나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존감이나 자기 유능감, 자아정체감, 미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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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의식, 학교생활적응, 사회성숙도,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기술, 충동성이나 공격성 감소, 비
행 문제행동 감소 등과 같은 개인적인 발달산물을 살펴보거나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환경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김순규․이재경, 2007; 권문일․윤웅장, 2007; 박현선, 2000; 방진희, 2004;
조은경․최소영․박정오, 2006; 이길영․황명식, 2004; 채형일, 2001; 최이원, 2003; 하성민, 2001;
한정우, 2002; Tierney, Grossman & Resch, 1995; LoSciuto, Rajala, Townsend & Taylor, 1996; Frecknall
& Luks, 1992; Converse & Lignugaris, 2009; Cave & Quint, 1990).

물론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상 즉, 멘티의 문제나 발달적 욕구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갖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일차적인 요소는 성인 역할 모델인 멘토를 통해 제공되는 관계와 이를 통해
파생되는 사회적 지지망의 확대이다. 따라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멘토
와 멘티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과정산물적 요소와 활동 목적에 따른 최종산물을 구분해서 평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멘토링 효과성 관련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최종적인 발달 산물만을
효과성의 산물로 다루고 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정체
성을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멘토링의 핵심적인 요소인 과정적 산물 즉,
멘토링을 통해 긍정적인 성인역할 모델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사회적 지지망이 확장됨에 따라
발달 산물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해야 하는 것이다(박현선,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업 지원과 문제 예방을 위한 학교기반 멘토링의 효
과성을 멘토링의 관계지향적 과정산물과 최종 발달 산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내
적타당도를 강화할 수 있는 조사 및 분석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즉, 학교기반 멘토링이 저소득 청소년에게 건전한 성인역할모델을 제공하고, 사회적 지지
의 증대를 초래하며, 나아가 성인역할 부담을 감소시키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학교 기반 멘
토링이 자존감, 자기유능감과 같은 멘토링의 공통적이고, 궁극적인 발달 산물 증진에 기여하는
지, 아울러 학교기반 멘토링이 추구하는 학교적응산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기반 멘토링은 과정 산물 효과 즉, 관계 지향적 요소의 증대를 가져오는가?
1-1. 학교 기반 멘토링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성인역할모델의 존재감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는가?
1-2. 학교 기반 멘토링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성인역 부담을 감소시키는가?
2. 학교 기반 멘토링은 최종 산물 효과 즉, 발달 산물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
2-1. 학교 기반 멘토링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자존감과 자기 유능감을 증가시키는가?
2-2. 학교 기반 멘토링은 저소득 가청 청소년의 학교에 대한 흥미와 학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증가시키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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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빈곤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 기반 멘토링의 유용성

빈곤과 아동발달에 관한 서구의 경험적 연구들은 빈곤이 아동의 건강상태, 인지, 학업성취 뿐
만 아니라 우울, 불안, 외로움, 의존성, 반사회적 행동, 과잉행동, 또래갈등, 고집 센 행동, 비행,
공격성 등 아동, 청소년기에 겪는 내재화 또는 외현화 문제들과 유관하다고 논의하고 있다
(Haveman & Wolfe, 1995; Bradley & Whiteside-Nansell, 1997; Brooks-Gunn & Duncan, 1997; McLeod &

국내 빈곤 및 아동발달 관련 연구결과에서
도 절대빈곤층 아동은 비빈곤층 아동과 비교하여 우울, 불안, 비행이 유의미하게 높고, 자존감
등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선, 2008). 한편, 학업성취의 경우에는 서구 연구과
달리 전체 인구에서 소득의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저소득계층에서는 소득의 영
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특히 빈곤의 영향은 크게 나타났다(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2006).
이러한 빈곤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지속적일수록,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정적이
며, 지속적 빈곤에 놓인 아동일수록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많은 반면에 일시적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들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알려져 왔다(McLeod &
Shanahan, 1993; Bogler, Patterson, Thompson & Kupersmidt, 1995). 특히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일관되게 나타나는 학업성취는 아동, 청소년 시기의 전반적인 삶의 적응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와 학교생활 부적응, 스트레스 등의 적응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정익중․권은선․박현선, 2011 재인용).
또한 동일한 빈곤지위를 가진 경우에도 빈곤동반위험요소 예를 들면, 어머니의 취업이나 우
울, 가족의 구조적 결손, 가정과 지역사회의 취약한 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에 의해 아동의 우
울과 불안, 비행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선, 2008).
최근 빈곤 관련 연구들일수록 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과정적 요인에 주목
하고, 이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분석하는 경향이다. 즉, 부모의 병리적 특성이나 아동의 기질
과 같은 미시체계의 특성에서부터 학교, 지역사회의 지지나 통제와 같은 다양한 생태체계적 맥
락이 작용함이 강조되면서 개입 또한 이러한 생태체계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Bradley & Whiteside-Mansell, 1997; Brooks-Gunn & Duncan, 1997).
빈곤에 대한 생태체계적인 개입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와 같이 아동이 속한 환
경 체계 수준별로 보호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유능하고, 애정적이며, 자녀와 가치를
공유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질 때 자녀는
동일한 빈곤 상황에서도 현저하게 높은 적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 분위기 자체가
Shanahan, 1993; Lempers, Clark-Lempers & Simon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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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고, 뚜렷한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좋아하고 믿을 수 있는 교사가 존재하고, 학교에서 제
공하는 교과과정 이외의 활동에 참여를 할 때 보다 긍정적인 적응유연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Garmezy, 1971; Garmezy, 1991; Werner, 1990). 빈곤 가정과 같이 가족 자원이 부족하
거나 있더라도 동원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가족은 아니지만 중요한 외부 지지원의 역할을 간과
할 수 없다. 또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건전한 성인 역할 모델과 친
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빈곤이라는 고위험 상황에서도 뛰어난 적응능력을 발달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Garmezy, 1971; Werner, 1990).
우리나라 빈곤 아동의 다수가 부모가 부재하거나 있더라도 장애나 질병으로 실질적인 부모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머니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직업 일선
에 나가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 아동 양육이나 가사 노동을 수행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연장아동
의 차지가 되곤 한다. 즉, 우리나라 빈곤 아동은 불가피하게 가족 내에서 다른 성인의 역할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빈곤이나 여타의 이유로 인해 아동이 자신의 욕구와 발달단계
에 맞지 않는 성인역할, 예를 들면 형제들을 부모 대신 돌보거나 부모와 역할이 바뀌어 ‘부모의
부모’가 된 경우에 아동들은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인해 만성적 분노나 방어적 태도, 죄
책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Winton, 2003;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은 취약한 심리사회적 환경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 빈곤가정 청소년들에게 가장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건전한 성인역할모델을 제공하
는 프로그램이다. 즉, 아동기의 의존적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예방적 개입이라고 하겠다. 특히 학교기반 멘토링은 멘티들의 주된 생
활공간인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학기간 동안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멘티에 대한 스티그마도 적고, 학교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학업 뿐 아니라 정서, 경
제적 지원과 같이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박현선, 2005; 조성심, 2009).
일반적으로 학교기반 멘토링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학교 적응 지원 특히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 지원 멘토링이다. 특히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의 전환기에 있는 빈곤청소년
에 대한 학업 지원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현선, 이현주, 정익중(2011)의 연구에서는 빈
곤 아동의 초등학교 학업성적이 어떠한 형태로든 중학교 학업성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반면 비
빈곤 아동의 초등학교 학업성적은 직접적,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중학교 학업성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비빈곤 가정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집
중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시기의 빈곤 가정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적
박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중학과정에서의 계층간 교육격차를 보다 크게 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전환기에 발생하는 빈곤 아동의 교육공백을 메우려면 가족 외적인 교육지원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물론 부모가 자녀의 학업 지원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참여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 궁핍한 빈곤 가정 부모들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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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모의 부족한 돌봄활동이나 교육지원 활동을 보완하고, 대체해주
는 사업, 예컨대, 방과후 보호나 학습지원 멘토링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정익중․이경
림․이상균․이정은, 2011; 박현선, 이현주, 정익중, 2011).
또한 빈곤 취약 계층의 아동에 대한 학교체계 내에서 전문적 권위를 가진 인력의 관심과 지
원은 학교 밖의 여타의 지원에 비해 보다 막강한 자원이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이러한 영향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에게서 보다 크게 나
타난다(김경식, 2006; 김신일, 2009). Brophy와 Good(1974)은 교사의 기대효과가 학생의 학업성취
에 평균적으로 5～10% 영향을 주고, 교사기대가 긍정적일수록 학생들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고 보고하기도 한다(김경식, 2006 재인용; 박현선, 이현주, 정익중, 2011)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가 결연관리자가 되어 수행하는 학교기반 멘토링은 멘토 뿐 아니라, 담
임 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로부터의 상시적인 지지와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위축되기 쉬운 저소득층 취약 가정 청소년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2.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동향과 문제점

지금까지 멘토링의 대상은 대부분 빈곤, 보호관찰청소년, 한부모가정, 경계선지능아동과 같이
고위험 상황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다수이며, 최근에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박현선, 2000; 김순규, 이재경, 2008; 최이원, 2003; 하성민,
2001; 채형일, 2001; 방진희, 2005; 이금진, 2011). 이와 같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동일하게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지칭되더라도 표적 대상에 따른 욕구와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효과 또한
다양한 발달산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Big Brother Big Sister는 학업성취 증진, 가족과 및
또래관계 개선, 반사회적인 행동 예방 중심으로 평가를 했고, Across Ages는 물질남용 예방을 평
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Hamilton & Hamilton, 1992).
국내외 멘토링 효과성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장 보편적인 발달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생활 태도나 행동이
개선되었는지 또는 학교 출석률이나 학업성취가 증가했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이 많고(최경일,
2008; Tierney et al., 1995; LoSciuto et al., 1996; Frecknall & Luks, 1992; Converse et al., 2009; Cave,

자존감, 자기유능감, 자기통제감, 미래에 대한 진로의식, 대인관계기술, 사
회적 유능감, 문제해결기술과 같이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발달 산물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들
도 다수이다(박현선, 2000; 하성민, 2001; 최경일, 2008; 방진희, 2005; 이금진, 2011; 한동주, 2007;
Tierney et al., 1995). 한편, 대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구체적인 문제행동을 가진 비행청소년인 경
우 멘토링을 통해 폭력이나 공격성이 감소했는지, 비행방지요인이 감소했는지를 살펴보는 경우
Quint & Jojnso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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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권문일, 윤웅장, 2007; 채형일, 2001; Tierney et al., 1995).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의 직
접적인 개입 산물은 아니지만 사회적 지지가 향상되거나 지역사회 연대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다(Tierney et al., 1995; Portwood, Ayers, Kinnison, Waris, & Wise, D. L. 200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적인 사실은 멘토링이 참여 청소년
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중요한 심리적 이득을 제공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다수의 긍정적인
결과와는 달리 멘토링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 중요한 발달 산
물에서 결과가 불분명하다고 보고된 연구들도 소수 있다(Nelson과 Valliant, 1993; Mcpartland &
Nettles, 1991; 채형일, 2001). 멘토들이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형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
면 구체적인 발달 산물 증진이나 문제행동 감소, 과업 수행에 의미를 두느냐와 같은 멘토의 가
치관, 멘토와의 만남의 횟수나 관계의 질과 같은 참여 관련 변수, 프로그램 자체의 구조화 정도
나 지원 정도 등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된 요인 등 다양한 관련 변인에 따라 평가의 기준과 설
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다를 수 있다(Hamilton & Hamilton, 1992). 다시 말해서 멘
토링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긍정적인 효과성이 검증된바 있지만 다양
한 관련 요소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목적, 수행과정, 구조에 대한 면밀한 평
가와 더불어 이러한 과정 변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산물의 변화 또한 포착할 필요가 있
다고 하겠다(박현선, 2010).
이와 같이 과정산물과 프로그램의 최종산물을 구분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문
제에 대한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MacKinnon, 1994;
MacKinnon, & Dwyer, 1993).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실천에서 과정산물 효과성을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프로그램의 실천이 일차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정산물의 변화를 확인함으
로써 장기적인 성과인 최종산물의 긍정적 변화가 당장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간접적
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정산물의 변화 없이 최종산물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이
는 프로그램 이외의 요인에 의해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산물
의 변화 분석은 성공적이거나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이상균, 2007; MacKinnon, 1994; MacKinnon, & Dwyer, 1993).
최근 과정산물의 매개효과분석을 통해 과정산물과 최종산물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박현선,
2010)에서는 단순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참여가 최종적인 산물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프로그램을 통해 일차적인 과정산물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궁극적인 발달 산물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일차적인 과정산물이란 역할모델과
사회적 지지망을 확장하는 도움요청기술 등이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멘토링 효과성 관련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는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고,
단일 실험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만을 비교한 연구(김순규, 이재경, 2008; 한정우, 2002; 방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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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진, 2011; 최이원, 2003)들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단일집단 전후비교 설계와 같은 전실
험 설계는 난선화에 의해 조사대상자가 선정되지 않고, 비교 집단이 선정되지 않거나 비교집단
이 선정되어도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고 또한 독립변수 조작에 의한 변화의 관찰이 한두번 정도
로 제한되어 내적 또는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거의 통제되지 못한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간의 관계를 인과적인 관계로 타당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관계로 이
러한 설계를 통해 인과관계 즉, 효과성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신빙성이 낮다(김영종, 2006).
일부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전후 비교설계를 한 연구들도(하성민, 2001; 최경일, 2008; 한동주,
2007) 대부분 소수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윌콕슨순위검증법과 같은 비모수적 통계방법
을 이용하고 있다. t-test와 같은 모수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주요 발달산물에 대한
사전검사 동질성만을 확인하고,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가 실험과 통제집단에서 유의미한가를 분
석하고 있어서, 사전검사 외에 발달 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성별, 가족구조 등의 변
인 들은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요약하면 멘토링 효과성 관련 국내 선행 연구들은 멘토링 관계에서 파생되는 과정산물보다는
산물 효과성에 치우쳐 있고, 선실험설계와 같이 내적 타당도가 낮은 설계를 적용하거나 소수 사
례만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검증하고, 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전 검사나 주요 변인을 통
제하지 못한 채 최종 산물만을 단선적으로 비교했다는 한계가 있다.
2005;

Ⅲ. 연구 방법
1.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한 꿈투유프로그램은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과 한국학교사회복지
사협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대표적인 학교기반멘토링 프로그램이다 .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소외
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지적인 서비스제공
하고, 정서적, 문화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서적 지원을 통해 사회정서적 발달의 증진을
도모한다.
꿈투유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에 걸쳐 이루어진 장기사업이나 2006년부터 멘
토와 멘티를 일대일로 결연하는 멘토링적 요소가 핵심 요소로 운영되었다. 학교기반멘토링인 꿈
1)

1)

본 연구의 원자료 일부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고,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에서 주최한 ‘빈곤
결손가정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용에 관한 심포지엄(2009)’에서 발표된 바 있다. 실험 집단의 원자료
수집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꿈투유 참여 학교사회복지사들과 한국학교사회복지사 협회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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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유프로그램은 목적 뿐 아니라 멘토링의 운영과 구조에 학교기반멘토링으로서의 특성과 강점
이 나타난다. 우선 각 학교에 배치된 학교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학생의 선발과 매칭, 결연과정
에 대한 관리가 학교를 기반으로 원스탑서비스로 이루어졌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사업에 기본 취
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멘토 및 멘티를 선발 후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실시하고, 멘토와 멘티
및 담임교사, 학부모의 욕구 및 학교 연간 일정에 의거하여 활동 계획서을 작성하였다. 발대식
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활동이 개시되었으며, 멘토링 활동일지에 대한 점검 및 활동보고서 작성
과 평가를 수행하였다. 학년말에는 종결식을 통해 활동의 공식적 종료를 알리고, 사후관리를 수
행하였다. 멘토와 멘티는 학교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만남 뿐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만
남을 자유롭게 병행하였으며, 자원봉사와 캠프 활동, 종결을 준비하기 위한 종결 여행 등 에 함
께 참여했다(조성심, 2009).
2. 조사 설계 및 분석 방법

실험이 수행중인 학교에서는 윤리적 문제로 인해 무작위 표집을 강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실험설계의 일종인 비동일통제집단 비교설계를 적용하였다. 비동
일통제집단비교설계의 경우 현장 기반의 실천연구에서 가장 인과관계의 확신성 즉, 내적 타당도
를 높일 수 있는 설계로 추천된다(김영종, 2006).
이를 위해 실험집단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추진한 꿈투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3
개교에서 1년간 멘토링 프로그램에 신규로 참여한 멘티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학교의 멘
토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멘토링 프로그램 개시 전과 후에 사전 및
사후검사를 수행하였다.
비교의 근거가 되는 고위험군 통제집단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실험이 수행된 3개 학교외
에 한 개의 학교를 추가하여 실험집단과 유사한 조건의 고위험 학생군을 유의표집하였다. 통제
집단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꿈투유 프로그램 외의 유사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
는 학생들은 통제집단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계에 포함된 사례들은 실험집단 31사례, 통제집단 66사례로 총 97사례
였다. 성별은 여학생 45명(46.4%), 남학생 52명(53.6%) 이었다. 연령은 12세에서 16세까지 분포되
어 있으며 평균연령은 13.8세로 나타났다. 양친가정이 54명(55.7%)이며,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과
같이 구조적 결손 가정이 43명 (44.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는 추후 분
<도해 1> 비동일 통제집단 전후 비교설계

실험집단: 학교기반 멘토링 참여학생 전수표집)
(통제집단: 유사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없는 고위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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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과정에서는 사전 검사 점수와 더불어 통제 변수로 사용되었다. 비동일 통제집단이므로 연령,
성별, 가족구조와 같은 배경변수와 산물의 사전검사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ANCOVA 분석
을 수행하였다.
3. 측정 도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멘티를 대상으로 조사한 산물 변수들은 크게 과정산물과
최종발달산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효과성 관련 측정도구들은 다음과 같
다.
과정 산물
(1) 사회적 지지 인식
Hermandez(1993)가 사용한 학업관련 사회적 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응해준다’등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많은 지지를 받
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인 Chronbach's α 는 .80으로 높게 나타났다.
1)

성인역할모델 존재
성인역할모델 존재에 대한 척도는 박현선(1998)이 사용한 원척도와 이상균, 박현선(2000)의 연
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척도이다. ‘믿고 의지할
만한 어른이 주변에 있다’ 등 11문항으로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지수인
Chronbach's α는 .91로 높게 나타났다.
(2)

성인역 부담
성인역할부담의 원척도는 이상균․박현선(2000)이 소년소녀가정 청소년에게 활용하였던 10문
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역할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신뢰도 계수는 .60으로 나타났다.
(3)

최종 발달 산물
(1) 자존감
서울아동패널을 비롯하여 국내 많은 자료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의 10문항을 모두 사용하되, 4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내가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등 1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인 Ch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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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유능감

가 사용한 유능감 척도와 Sherer 등이 제작한 자기유능감 척도 등을 활용하여
박현선(1998)에서 구성한 자기 유능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총 4점의 리커트 척도로서 총 6문
항으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인 Chronbach's α 는 .78~.82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78로 나타났다.
Hernandez(1993)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박현선(1998)의 학교 적응유연성 척도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나 애착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사용한 문항들로서 학교나 교사, 수업에 대한 애착과 흥미 정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의 척도로 이루어지며 채점 방식은 단순 누가식으
로 점수가 높을 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가 높음을 의미한다. 총 7문항이며 선행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71로 나타났다.
(3)

학업에 대한 태도
박현선(1998) 학교 적응유연성 척도에서 학업 및 성적, 성적의 주관적 의미, 공부에 대한 취어
학업 태도 등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의 척도로 이루어지며
채점 방식은 단순 누가식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가 높음을 의미한다. 총 5
문항으로 이루어지며 Chronbach's α 는 .68로 나타났다.
(4)

Ⅳ. 결과 분석
중간 산물 효과성 분석
멘토링의 중간산물로 성인역 부담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성인 역할모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사전검사와 주요 변수인 성별, 연령, 가족구조를 통제한 이후에도 멘토링 개
입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집단 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점수를 비교한 결과 통제집단의 평균이 2.77이고, 실
험 집단의 평균이 2.94로 실험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
여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자신이 필요로 하는 학업과
관련된 지원을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주변에 믿고 의지할만한 건전한 성인역할모델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점수에서도 통제집단의 평균 2.60에 비해 실험집단의 평균이 2.8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학교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저소득 고위험 청소년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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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멘토와의 관계를 통해 주변에 믿고 의지말한한 성인역할 모델
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역할모델 존재에 대한 사전 인식 점수가 사후 검사에 유의미
<표 1> 실험 및 통제 집단 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점수 비교

제Ⅲ유형
제곱합

수정모형
3.138
절편
8.995
성별
.762
연령
1.267
가족구조(양친가정여부)
.002
사회적 지지 인식(사전)
.402
실험집단여부
1.120
오차
25.296
합계
804.837
수정합계
28.434
a. R =.110(수정R =.061) **p<.01, *p<.05
2

자유도 평균제곱

집단 평균

F

5

.628

2.258

1

8.995

32.359**

1

.762

2.741

1

1.267

4.559*

1

.002

.007

1

.402

1.446

1

1.120

4.028*

91

.278

통제
실험

2.773
2.949

97
96

2

<표 2> 실험 및 통제 집단 간 성인역할모델 존재에 대한 인식 점수 비교

제Ⅲ유형
제곱합

수정모형
3.126
절편
4.820
성별
.515
연령
.291
가족구조(양친가정여부)
.035
성인역할모델의 존재(사전)
.539
실험집단여부
1.853
오차
26.310
합계
722.322
수정합계
29.436
a. R =.106(수정R =.057) **p<.01, *p<.05
2

자유도 평균제곱

F

5

.625

2.139

1

4.820

16.487**

1

.515

1.762

1

.291

.994

1

.035

.121

1

.539

1.843

1

1.853

1.853*

90

.292

.292

96
9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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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 및 통제 집단 간 성인역 부담 점수 비교

제Ⅲ유형
제곱합

수정모형
3.531
절편
.246
성별
.227
연령
.670
가족구조(양친가정여부)
1.514
성인역 부담(사전)
.043
실험집단여부
1.284
오차
20.933
합계
589.732
수정합계
24.465
a. R =.144(수정R =.097) **p<.01, *p<.05
2

자유도 평균제곱

F

5

.706

3.036*

1

.246

1.058

1

.227

.977

1

.670

2.880

1

1.514

6.507

1

.043

.183*

1

1.284

5.520*

90

.233

집단 평균

통제
실험

2.477
2.315

96
95

2

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때도 사후 점수의 차이가 멘토링 프로그램에 의한 의도
적인 개입에서 비롯되었음을 보다 확신할 수 있다고 하겠다.
반면에 성인역할수행으로 인한 부담감은 실험집단의 평균이 2.32이고 통제집단의 평균점수가
2.48로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즉, 학교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
위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고위험 청소년들에 비해 성인 역할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결과가 성별과 연령 뿐 아니라 가족의 구조적 결손 여부를 통
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학교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멘티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이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존재감있는 건전한 성인역할 모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부모의 빈자리나 역할부재 상황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에게서 흔히 높게 나
타나 성인역 부담은 이론적 기대와 일치하게 실험집단에서 낮게 나타남으로써 멘토링의 중간
산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달 산물 효과성 분석
학교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이 보다 궁극적인 발달산물인 자존감, 자기유능감, 학교에 대한 흥
미,학업에 대한 태도 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전검사와 주요 변수인
성별, 연령, 가족구조를 통제한 후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집단 여부에 따라 발달산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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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험 및 통제 집단 간 자존감 점수 비교

제Ⅲ유형
제곱합

수정모형
3.543
절편
3.818
성별
.216
연령
.593
가족구조(양친가정여부)
.028
자존감(사전)
1.673
실험집단여부
1.120
오차
11.906
합계
701.026
수정합계
15.449
a. R =.229(수정R =.187) **p<.01, *p<.05
2

자유도 평균제곱

F

5

.709

5.416**

1

3.818

29.180**

1

.216

1.647

1

.593

4.531*

1

.028

.210

1

1.673

12.788**

1

1.120

8.558**

91

.131

집단 평균

통제
실험

2.591
2.803

97
96

2

가장 대표적인 산물인 자존감을 살펴본 결과,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전 자존
감 점수가 높을수록 사후 자존감 점수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실험 집단의 평균이 2.80이
며, 통제집단은 2.59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가 사전검사 및 배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F
값 8.56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기 유능감의 경우에도 실험집단의 점수가 2.84이고, 통제집단의 경우 2.55로 실험집단이 높
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집단 차이가 주요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자존감의 사전 검사 점수가 유의미하게 사후 검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전에 자존감이 높았던 청소년들이 사후에도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에 반해 자기유능감
의 사전 검사 점수는 사후검사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의도적인 멘토링
개입의 의한 차이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즉, 학교 기반 멘토
링이 주로 학습활동 및 진로, 학교 적응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자신의
가치감과 상도 긍정적으로 변화했지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개입전의 차이와
무관하게 의미있게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학교 기반 멘토링이 학교에 대한 흥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사전 검사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자존감에서와 같이 사전에 학교 흥미도가 높았던 학생
들이 사후에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성별, 연령, 가족 구조와 같은 통제 변수는 유의미하
지 않았다. 이러한 사전 검사의 영향력과 주요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실험집
단의 평균은 2.85, 통제집단이 2.61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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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교 기반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사후에 학교에 대한 흥
미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실험 및 통제 집단 간 자기유능감 점수 비교

제Ⅲ유형
제곱합

수정모형
8.720
절편
5.528
성별
2.905
연령
.724
가족구조(양친가정여부)
3.236
자기유능감(사전)
.279
실험집단여부
2.156
오차
29.787
합계
719.954
수정합계
38.507
a. R =.226(수정R =.184) **p<.01, *p<.05
2

자유도 평균제곱

F

5

1.744

5.328**

1

5.528

16.887**

1

2.905

8.875**

1

.724

2.211

1

3.236

9.887**

1

.279

.853

1

2.156

6.587*

91

.327

집단 평균

통제
실험

2.559
2.844

97
96

2

<표 6> 실험 및 통제 집단 간 학교에 대한 흥미 점수 비교

제Ⅲ유형
제곱합

수정모형
7.875
절편
2.292
성별
.560
연령
.118
가족구조(양친가정여부)
.556
학교에 대한 흥미(사전)
4.663
실험집단여부
.866
오차
21.063
합계
728.528
수정합계
28.938
a. R =.272(수정R =.232) **p<.01, *p<.05
2

자유도 평균제곱

F

5

1.575

6.804**

1

2.292

9.903**

1

.560

2.418

1

.118

.511

1

.556

2.403

1

4.663

20.145**

1

.866

3.740*

91

.231

97
9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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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실험 및 통제 집단 간 학업에 대한 태도 점수 비교

제Ⅲ유형 자유도 평균제곱
소스
제곱합
수정모형
12.417
5
2.483
절편
.007
1
.007
성별
.255
1
.255
연령
.117
1
.117
가족구조(양친가정여부)
.457
1
.457
학업에 대한 태도(사전)
10.146
1
10.146
실험집단여부
.158
1
.158
오차
8.385
91
.092
합계
633.857
97
수정합계
20.802
96
a. R =.597(수정R =.575) **p<.01, *p<.05 +p<.10
2

F

집단 평균

26.951**
.077
2.763
1.271
4.957*
110.114**
1.711

통제
실험

2.504
2.534

2

한편, 학업에 대한 태도 점수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가족구조에서 양친가정 자녀일수록 학
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사전에 태도가 긍정적이었던 청소년일수록 사후에도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학업에 대한 태도 점수는 2.53이고, 통제집단은 2.50으로실
험집단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학교기반 멘토링의 효과를 요약하면 학교에
대한 흥미는 유의미하게 변화시키는데 반해 학업에 대한 태도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나 학대 가정과 같은 고위험 취약가정 청소년들은 건전한 성인 역할모
델의 부재로 인해 학업 관련 지원은 물론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며, 불가피하게 수행해야 하
는 성인역할에서 오는 부담 때문에 다양한 사회정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문제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학업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기반 멘토링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 수행 목적에 맞는 과정적 산물과 발달산물이 성취되었는가를 체계
적으로 살펴 본 연구들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기반 멘토링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멘토링의 산물을 과정 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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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산물로 구분하고, 비동일 통제집단 전후 비교설계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가
족구조와 같은 배경변수와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중간산물인 사회적 지지 인식,
성인역할모델의 존재 인식, 성인역 부담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최종산물에서도 자
존감, 자기유능감, 학교에서의 흥미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
나 학업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교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멘티들은 보다 많은 사회적 지지감을
느끼게 되었고, 존재감 있는 건전한 성인역할 모델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모
의 빈자리나 역할부재 상황으로 인해 나타나는 성인역 부담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멘
토링의 중간 산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활동 및 진로,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학교 기반 멘토링을 통해 전반적인 자신의 가치감과
긍정적인 자아상은 물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 또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적응면에서는 학교생황에 대해 즐겁고, 흥미롭게 느끼는 긍정적인 인식은 증가했지만 학
업에 대한 태도는 적어도 중학 과정에서 1년 정도의 멘토링 프로그램으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초등과정에 비해 성적 격차를 좁히는 것이 어려운 중학 과정에서
멘토링이라는 관계지향적 학업 지원이 학교를 즐겁게 다니게는 할 수 있지만 학업에 대한 태도
를 단기에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즐거우면 성적도 오른다는 연구 결과와(이봉주, 김광혁, 2009),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 흥미의 중요성이 비빈곤 청소년 보다는 빈곤 청소년들에게서 보다 현저하는 연구 결과(박
현선, 이현주, 정익중, 2011)에 근거할 때 1년간의 단기 멘토링 개입으로 당장의 학업 태도를 바
꾸지는 못했지만 학교에 대한 흥미와 애착을 증진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학업 관련 태도나 성
취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무엇보다 멘토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산물 뿐 아니라
과정적 요소 즉, 관계지향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 있
다. 실제 멘토링을 통해 학업 성취가 좋아졌는가가 중요하다면 학업지원을 강도 높게 하는 사교
육이 더 적절한 지원일지 모른다. 그러나 취약한 빈곤가정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장기간의 누적
적인 빈곤 영향으로 학교에서의 실패와 좌절, 무기력을 경험해서 학습할 동기나 열의가 남아있
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러한 무기력과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한다
는 압박감, 좌절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기반 멘토링을 수행한 연구들에서도 멘티들은 그들의 멘토를 단
순한 선생님으로 보기 보다는 믿을만한 친구, 나아가서는 자신을 진심으로 돕는 사람으로 표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자신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학습과 관련된 효과적인 전략을 알
려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학업성취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관
계지향적인 요소가 가장 핵심적인 멘토링 개입 요소임을 알 수 있다(이현주, 박현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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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학교기반 멘토링을 통한 정서적, 학습적 지원은 빈곤청소년 개인의 발달 지원이라는
실천적 함의 뿐 아니라 교육격차를 줄이고, 빈곤의 재생산을 예방하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멘토링이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장기적인 예방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확인하
기 위해서는 당장의 효과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멘토링이 멘토링 답게 수행되었는지, 이를 통
해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와 건전한 성인역할 모델의 제공에 성공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
하며, 본 연구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실천적, 정책적, 학문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는 1년이라는 단기간의
개입을 평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년은 일반적으로 멘토링의 일대일 관계가 정착되는 최소
한의 시간으로 의미있는 발달 산물을 확인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멘토링의 장기효과와 과정-산물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1년 이상 멘토링에 참여한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추수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간이라는 물리적인 참여 변수 뿐 아니라
관계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질적 변수들을 추가하여 과정산물의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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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School-Based Mentoring Program
on Youths in Low-income Families
*

Park, Hyun Sun

School-based mentoring program is a promising from of intervention for adolescents in low-income families
to prevent their problem behaviors and strengthen the connectedness to school and academic performance.
However, variation in program goals may complicate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mentoring program,
and most prior research have reported the effectiveness of mentoring program without control group or
considering control variables which may affect the outcomes of program. Therefore this study employed a
non-equivalent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The sample included 97 youths in low-income families.
For intervention group, 31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among K school-based mentoring program and
with careful instruction the evaluation team identified a comparison group of youths matched to
intervention group participants on family income, age, gender, and other characteristics. ANCOVAs assessed
changes from preintervention to postintervention and indicat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perceived social
supports, positive role-model, and adult children burden for the intervention group. For distal outcomes,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avoring intervention group over controls
on self-esteem, self competence, and positive connectedness to school.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pported
the positive influence of mentoring on youths in low-income families. In conclusion, practice and policy
implications as well as further research topic were discussed in light of searching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ffective mentoring programs as well as more in-depth assessment of relationship and
contextual factors in the evaluation of programs.
Key words : Youths in Low-Income Families, School-Based Mentoring Program,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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