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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경험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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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는 멘토경험이 멘토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설계는 멘토
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 31명과 비참여 대학생 31명의 진로적응성 점수 변화를 비교하는 이질집단 사전
사후설계로 실시되었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순수한 처치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는
ANC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은 진로적응성의 모든 하위요인(목적의식, 창의성, 대인관계, 개방성,
주도성,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책임감)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멘토링 프로그램과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연구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진로적응성,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경험, 멘토

Ⅰ. 서론
대학생 시기는 사회적 변화가 자신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대응하는 단
계로 전환되는 과도기이다. 안정된 진로발달이 예상되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진로적응성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소이다. 진로적응성이란 대학생들
이 졸업전환 후에 직업세계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적응하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개념이
다(Savickas,

1997).

진로적응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로탄력성이라는 유사한 개념과

비교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진로탄력성이란 위기상황을 극복해내는 회복력으로써 본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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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간상 과거 지향적인 특성이 있다. 그에 반해, 진로적응성은 변화하는 일과 일하는 조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로 정의되며 보다 미래 지향적인 특성이 있다(장계영,

2011,

재인용). 특히,

진로적응성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진로에 대해 대
처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발달과업
을 해결하고 진로행동을 조절하며 직업적 역할의 변화를 대비하게 된다(Savickas,

2005).

한편, 개인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대학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인재를 양성하
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학은 연구와 교육에 국한된 캠퍼스 중심사고로부터 벗
어나 지역사회공동체의 성격을 강조하는 콤버시티 로 변화하고 있다(이애련,
1)

2010).

이러한 변화

는 국내 대학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대학 중심 멘토링이다. 멘토
링이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멘토가 보다 적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멘티에게 지지적인 역할을 수
행하는 공식화된 과정이다(Roberts,

2000).

국내외 대학들은 이러한 멘토링을 대학에 도입하여,

대학생들은 멘토로 활동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은 멘티로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은 회사,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범위로 확장되고 있다(최선희, 김
희수, 양혜원, 이근영, 최지현,

2010).

대학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멘토링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

2006

해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게 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그러나 멘

토링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멘토를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충분히 실시되지 않은 편이다(김지연, 정소연,

2010).

멘토링의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멘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며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이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멘토를 대상으
로 하는 경우로써 멘티 연구에 비해 활발히 진행된 편은 아니라 볼 수 있다. 우선, 멘티 측면에서
의 효과를 다룬 국외연구결과는 멘토링이 멘티의 자존감, 학업 성취 수준,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agins

& Scandura, 1999).

국내연구에서

도 멘토링이 멘티의 자아정체감, 자존감, 자기효능감의 향상과 학업성취, 우울감 감소에 긍정적
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고홍월, 이자명,

2010;

박현선,

2000;

채형일,

2001).

그러나, 멘

토 측면에서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이
기는 하지만 기업 및 조직 장면에서 멘토경험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외의 연구결과를 보면,
멘토경험이 멘토의 학습과 자아성찰,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Eby
& Lackwood, 2004).

국내의 일부 연구에서도 멘토링 프로그램의 청소년 멘토들이 유능감과 자

에는 대학 고유의 기능인 연구와 학문 활동의 중요성 외에도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관점에
대한 필요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와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

1) ‘Commu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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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탄력성 수준이 높아지고, 유대감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박경민,
미, 박현선,

2005).

2008;

이혜연, 조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토의 리더십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은정, 이명근, 서순식, 오상철,

2008).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

은 연구대상이 청소년 또는 성인에 국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 등 질적
연구방법에 의존하여 멘토의 변화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로발달
단계상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의 진로적응성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멘토링은 본질적으로 멘토와 멘티의 상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다(Kram,

1985).

기존

의 연구 동향을 살펴 볼 때, 멘티 측면에서의 효과만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멘토링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멘토경험을 함으로써 멘토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게 되
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Wanberg,

Welsh, & Hezlett, 2003).

더불어, 멘토링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가 체계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타당한 방법으로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피
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멘토경험의 효과를 연구함에 있어서 대학생의 진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다. 멘토링의 효과 연구는 기본적으로 생애발달 및 진로발달관점을 이론적 배경으
로 하고 있다(Kram,

1985).

진로발달이론에서 볼 때,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는 것은 삶과 진로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발달적 요소가 된다(Feldman,
2000;

1988;; Greenhaus, Callanan, & Godshalk,

의 초기 진로발달이론은 직업성숙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성장기, 탐색

Kram, 1985). Super

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순환적 발달 단계에 기초한 반면, 후기 이론에서는 생애단계별 중
심역할(role

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관점은 관계, 습관, 가정, 역할들에서 변화

salience)

를 가져오는 경험을 통해 진로적응에 관련된 자산요인과 부담요인을 발견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로써 이후의 전환과 적응에 대한 잠재적인 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Super,
1969; Goodman, Schlossberg, & Anderson, 2006).

국내에서 실시된 진로적응성 연구를 보면 진로적응성에 대한 구인을 추출하기 위해 대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지도하는 상담자, 그리고 대학생이 최종적으로 적응해야 할 기업체담당
자까지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장계영,

2009).

이는 진로적응성이 학교현장과 직업현장의 관련

성을 내재한 개념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역할변화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진로발달후기이론
과 진로적응성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멘토경험은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직업현장에서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므로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멘토경험이 진로적응성과 관련을 가지는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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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진로발달상황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은 교육상황이 아닌 일상생활이나 일터에
서의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소중한 학습을 한다고 볼 수 있다(Kolb,

1984).

이러한 경험은 형식

적이거나 비형식적인 학습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개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 있는 학습경험
이 된다(Mezirow,

1991).

멘토경험은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교육공학적 특성과 비구조화된 일상

적 특성이 공존한다(Ehrich,

Bansford, & Tennect, 2004).

따라서, 멘토경험을 통해 다양한 진로

발달상황의 과업을 해결해 가는 경험을 총체적으로 축적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멘토경험은 자기 변화에 대한 인지적 노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멘티를 만나고 정보를 탐색하며
과업을 해결하는 행동이 수반된다. 둘째, 멘토들은 청소년 멘티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적 보상을 위한 일만큼 사회․경제적 재생산의 가치와 기능을 가진다(Richardson,

2000)

는 점에서 일종의 직업적 활동과 같은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멘토경험을 통해 직업적 경험
을 축적하고 이로써 심리적 보상감과 유능감을 얻게 된다. 멘토는 멘티의 성장과 성공을 돕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Allen,
&

Monica,

1989).

2008)

Eby, O’Brien, & Lentz, 2008; Marc

이는 멘토의 유능감과 성취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Kram

&

Hall,

또한, 멘토는 멘티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되기도 하고 멘티

의 성공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일종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Lankau
Monica, 2008).

& Scandura, 2002; Marc &

셋째, 멘토경험의 과정과 결과가 멘토의 자기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멘토경험을

탐색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멘토는 멘토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내용을 구성하고 준비하는
활동, 멘티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활동, 멘토링에 필요한 과업 등을 수행하는 가운데
근시안적인 관점이 보다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변하게 된다(Eby
Ehrich et al., 2004).

& Lakewood, 2004;

멘토는 멘티에게서 그들 자신과 유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멘티에게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노출시키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멘티의 삶을 대리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Marc & Monica, 2008).

멘토경험에는 두 가지 내용적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멘토와 멘티가 일대일로 만
나는 멘토링 활동이다. 두 번째는 멘토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참여하게 위해 받아야 할
멘토교육과 멘토관리이다(Tierney

& Branch, 1992).

본 연구에서 실시된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각각의 운영 취지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의 전반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있는가 하면, 교육과
진로와 같은 국한된 영역과 관련된 집중적인 목표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Saito

& Blyth, 1992).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멘토링 프로그램은 두 가지 관점이 통합된 형태로 개발되었다.
본 멘토링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멘토링 활동은 학습멘토링, 인성멘토링,
문화멘토링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멘토링은 멘티의 학업 지도 및 과업 성취를
돕는 활동이며, 인성멘토링은 멘티의 심리적 문제 및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지원과 상담,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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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활동을 포함한다. 문화멘토링은 다양한 예술 공연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둘째, 멘토교육은 멘토링에 대한 이해, 멘티에 대한
이해, 멘토링 수행에 대한 평가, 자기이해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멘토교육의 일환으로 멘토들이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는 관리적 요소도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본 멘토링 프로그램이 구현하고자 했던 바는 대학생 멘토에게 지역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다양한 사회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
생 멘토들이 향후 진로 전환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
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전인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멘토 역할을 수행하면서 책임감과 사회
적 능력을 함양하게 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오늘날의 급속한 사회의 변화는 대학생에게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직업세계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육과 훈련방식은
대학생들의 진로적응 수준을 높이는데 충분하지 않다(Senge,
Dutton, & Kleiner, 2000).

Cambron-McCabe, Lucas, Smith,

따라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된 대안적인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은

진로적응과 관련된 실질적인 전략들을 지역적 상황과 사회적 역할의 변화 속에서 체득할 수 있
을 것이라 보았다(Savikas,

2005).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과 본 멘토링 프로그램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멘토경험과
관련된 연구들을 볼 때, 멘토는 멘티와의 만남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고 자신에 대해 보
다 열린 자세와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며, 주도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Eby
Lackwood, 2004; Ehrich et al., 2004).

&

본 멘토링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에 접목시켜 볼 때, 멘토가

멘티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멘토링 운영 기준을 준수하는 경험은 책임감 요인과 관련이 있다. 또
한, 멘티와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극복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대인관계 요인과 관련된다. 자신
과 다른 배경을 가진 멘티를 만나 그들의 경험을 편견 없이 수용하고 이해하는 경험은 개방성
요인과 관련된다. 멘티의 역할모델로서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끌어 가는 경험은 주도성 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성공이나 실
패의 경험을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멘티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경험은 멘토의
긍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 멘토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주어진 목표에
부합하는 멘토링 활동을 수행하며 목적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기대되는
과업내용을 이해하고 규칙에 맞게 주어진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경험은 멘토의 직무 능력
과도 관련이 있다. 끝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활용
해볼 수 있는 경험은 멘토의 창의성과 관련 된다. 이와 같이 멘토경험은 진로적응성의 주요 하위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멘토경험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
어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의 개인적 발달과 성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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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 중에서도 대학생들이 실제 직업세계에서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진
로적응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 시기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
는 기회를 통해 자신을 검증하고 타인으로부터 승인과 평가를 얻음으로써 진로 발달에 필요한
경험으로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기의 대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치관, 생활
양식, 사회적 맥락에 적합한지 끊임없이 검증하고 수정하기 때문이다(Robert

& Charles, 1995).

대학생 시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대학 교육 현장이다. 대학과 지역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은 자신의 진로적응수준을 검증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확장이라 볼 수 있다. 대학 역시 학생이 폭 넓고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생의 진로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중심 멘토링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멘토의 진로적응성 향상의 측면을 보완하는데 유용한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토로 구성된 실험집단과 멘토경험을
하지 않는 대학생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진로적응성 사전점수와 사후점수를 분석하
였다. 그러나 분석에 있어서 한 가지 난점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선으로 할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멘토들은 자발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점수가 사후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여 본 연구설계의 한계를 최
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연구설계의 제한점을 염
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과

A

지역구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

A

여하는 대학생 멘토와, 동일한 대학에 재학 중인 멘토 관련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다. 통제집단은
멘토링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기간 동안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대학생으로 구성
되어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각각
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세(SD=2.15)이며 분포는

22.02

·

명씩 구성되었고, 사전 사후검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

31

세~28세이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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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이질집단 사전사후설계로 실시되었다. 연구설문은 총 2회 진행되었다. 1차설문은
년 3월, 2차설문은 멘토링 프로그램의 1분기 활동이 종료된

2011

년 7월에 각각 실시되었다.

2011

연구대상은 학과연구심의위원회와 본 멘토링 프로그램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내설문 및
온라인 실험사이트를 통해 모집하였다. 학생들은 설문 시작 전에 연구참가자의 권리와 연구윤리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설문참가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멘토링과 유사한 활
동에 참여 중인 경우는 설문에서 제외되었다.

3. 멘토링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처치효과로 사용된 멘토링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구성원

· 멘토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 멘티 서울 구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수퍼바이저 교육학 및 심리학 전공 석사 이상의 대학원생
:

A

:

A

:

2)

프로그램 구성

· 멘토링 학습멘토링 인성멘토링 문화멘토링
· 멘토교육 멘토를 위한 사전·사후 교육 멘티이해 활동평가 자기평가
· 관리감독 멘토링 활동 기준 준수 피드백 성과평가 멘토평가
1:1

:

/

/

:

/

:

/

본 멘토링 프로그램은

/

/

/

/

년 4월부터 7월까지 한 학기 동안 진행되었다. 멘토들은 매주 2회

2011

각 2시간씩 멘티가 재학하는 학교의 지정 장소에서 학습과 인성, 문화에 대한 멘토 역할을 수행
하고 매주 자신의 활동을 점검하였다. 멘토의 활동은 수퍼바이저에 의해 관리되었다. 수퍼바이
저는 멘토의 주간활동보고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며, 멘토링 현장 방문을 하는

·

등 프로그램 운영기준에 따라 멘토의 활동을 관리 점검하였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자세한 구성
과 내용은 <표

에 제시되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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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멘토링 프로그램 구성 내용
구분

학습
멘토링

1:1
멘토링

인성
멘토링

문화
멘토링

역할교육
(분기별 1회)

상담교육
(분기별 1회)

멘토
교육
멘토특강
(분기별 1회)

피드백
(주 1회)

자기평가
(주 1회)

활동

세부내용

·학업성취를 위한 지도
·학습 교수 및 지도

·멘티와 1:1 매칭이 되어 학습방법, 독서, 기초교
과목 등을 지도한다.
·멘토는 학습멘토링에 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
고 교과 내용과 범위를 선택하며 학습 지도를
한다.

·관계형성 및 유지
·진로지도 활동
·상담

·멘토는 멘티의 성취동기 및 학습동기를 수시로
점검 하며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진로에 대한 동기 고취 및 진로탐색활동을 돕는다.
·학교생활과 인성 발달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도
한다.
·멘티가 학교생활 중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고민
을 상담해준다.

·대학견학
·문화공연 및 탐방

·멘티에게 필요한 교육·문화적 활동을 기획한다.
·연극, 영화, 공연, 견학, 체험학습 등을 진행한다.
·멘티가 평소에 접하기 힘든 교과공부 이외의 활
동을 지원한다.
·멘티의 문화적 감상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
행한다.
·문화멘토링은 정기멘토링 시간과는 별개로 진행
한다.

멘토는 멘토의 역할 및 프로그램 준수사항, 멘토링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교육에 참여한다. 멘토 역할에 대한 주요 내용은 멘티의 진로개
발(후원, 노출 및 소개, 지도, 보호, 도전적 업무부여)을 촉진하고, 심리사회
적지지(수용 및 지원, 상담, 우정)를 제공 하며, 역할모델로 활동한다는 것
이다(Ragins & Cotton, 1999).
전문상담가를 초청하여 멘토링에 필요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기술 교육을
받는다.
· 멘티와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
· 멘티를 대하는 태도
· 멘티와의 갈등상황을 해결 하는 방법
· 멘티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
· 멘티가 곤경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멘토는 멘토링에 대한 교육학적·심리학적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한다. 또한, 멘토 특강에는 우수 멘토의 사례 발표가 포함되었다.
멘토는 매주 멘토링 과업을 완료할 때마다 담당 수퍼바이저에게 멘토링 주
간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수퍼바이저는 멘토링 내용에 대한 피드
백을 제공한다. 피드백에 따라 멘토는 멘토링 활동을 보완 및 수정한다.
멘토·멘티와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지를 돌아본
다. 멘티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
펴보며 자신의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 점검한다. 또한, 멘
토링 활동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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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명의 동료멘토와 담당 수퍼바이저는 정기간담회를 가진다. 간담회에
서는 멘토들이 서로의 활동 내용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또
한, 멘토의 전공 및 배경지식을 멘토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토론 시간을
가진다. 담당 수퍼바이저는 멘토들의 멘토링 수행 수준을 점검하고 멘토
역할 수행에 관련된 멘토의 어려움 공유한다. 이를 다른 멘토들과 함께 해
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적용한다.

정기
간담회
(월 2회)

담당 수퍼바이저는 멘토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멘토의 멘토링 수행 상황을
점검한다. 수퍼바이저는 멘토링 참관에 대한 피드백을 멘토에게 제공한다.

현장방문
(월 2~3회)

멘토
관리

담당 수퍼바이저는 프로그램 운영 기준에 따라 멘토를 관리하고 이들을 정
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멘토는 멘토링 수행성과(멘티의 학습능력 향
상, 학교생활 적응, 진로 발달 등) 뿐만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 규칙 준수
와 능동성, 책임감 등에 대한 평가를 제공받는다.

멘토관리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²

을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SPSS 18.0

보기 위해 χ 검증과

를 실시하였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순수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ANOVA

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한 후

를 실시하였다.

ANCOVA

Ⅲ. 결과
²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진로적응성 점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χ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현재 봉사활동 참가여부, 현재 인턴십활동 참가여부에 따른 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학년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든

ps > .05).

를 실시한 결과,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모

ANOVA

멘토경험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 간 진로적응성 하위요인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를 비교하였다. 분석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 진로적응

Levene’s test

성 하위요인인 목적의식, 창의성, 대인관계, 개방성, 주도성,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책임감 사전
점수가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F(1, 60) = .047; F(1, 60) = .020; F(1, 60)

= .365; F(1, 60) = .004; F(1, 60) = 1.123; F(1, 60) = 0.014; F(1, 60) = .399, F(1, 60) = .730,

ps > .05].

으로 한

모든

다음으로, 진로적응성 하위요인의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집단유형을 모수요인
를 실시한 결과, 진로적응성 하위요인에서 각각의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

ANCOVA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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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진로적응성 하위요인 점수의 ANCOVA 분석 결과

목적의식

창의성

대인관계

개방성

주도성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책임감

주1. 실험집단
*

p < .05,

**

변량원

SS

df

MS

F

공변인

1.38

1

1.38

9.70**

집단유형

.59

1

.59

5.04*

오차

7.52

53

.14

공변인

6.14

1

6.14

25.76***

집단유형

1.95

1

1.95

6.66*

오차

12.64

53

.24

공변인

5.42

1

5.42

26.27***

집단유형

3.47

1

3.47

22.05***

오차

10.94

53

.21

공변인

1.01

1

1.01

5.99*

집단유형

7.98

1

7.98

38.21***

오차

8.92

53

.17

공변인

3.35

1

3.35

18.16***

집단유형

3.31

1

3.31

23.19***

오차

9.79

53

.19

공변인

3.49

1

3.49

20.40***

집단유형

3.56

1

3.56

13.69**

오차

13.41

53

.25

공변인

5.13

1

5.13

5.65*

집단유형

5.08

1

5.08

34.10***

오차

12.19

53

.23

공변인

2.53

1

2.53

28.27***

집단유형

1.43

1

1.43

13.49**

오차

4.73

53

.09

n=31,

p < .01,

통제집단
***

n=31

p < .001

·

진로적응성 하위요인별 사전 사후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과 같다. 목적의식, 창의성, 대

3>

인관계, 개방성, 주도성,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책임감 요인에서 실험집단의 사후점수가 통제집
단의 사후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각각

F = 5.04, p < .05; F = 6.66, p < .05; F = 22.05 p <.

001; F = 38.21, p < .001; F = 23.19, p <. 001; F = 13.69, p<.01; F = 34.10, p < .001; F = 13.49,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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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집단별 사전·사후 진로적응성 하위요인 점수 비교
하위요인
목적의식
창의성
대인관계
개방성
주도성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책임감

집단유형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실험

3.41

0.38

3.85

0.52

통제

3.42

0.34

3.48

0.51

실험

3.01

0.65

3.71

0.63

통제

3.31

0.59

3.31

0.51

실험

3.71

0.66

4.03

0.62

통제

3.49

0.46

3.33

0.48

실험

3.59

0.62

3.97

0.56

통제

2.76

0.56

2.88

0.41

실험

3.43

0.59

3.90

0.49

통제

3.27

0.52

3.25

0.32

실험

3.45

0.55

3.73

0.64

통제

3.17

0.55

3.09

0.44

실험

3.79

0.58

4.13

0.50

통제

3.24

0.46

3.22

0.37

실험

3.89

0.55

4.03

0.52

통제

3.22

0.53

3.11

0.42

결과를 종합하면,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사후점수의 증가는 프로그램의 처치효과에 의한 것이
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후평균 값의 차이 또한 프로그램의 처
치에 의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처치효과인 멘토경험
이 멘토의 진로적응성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처치임을 의미한다.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멘토경험이 대학생 멘토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처치효과로 가지는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의 진로

·

적응성 수준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두 집단의 변화를 진로적응성의 8개 하위영역
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적응성
사전점수를 통제한 후, 두 집단의 진로적응성 점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
인 목적의식, 창의성, 대인관계, 개방성, 주도성,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책임감 모두에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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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본 연구결과는 멘토가 되는 것이 멘토의 개인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Eby
1985).

et al., 2004; Greenhaus et al., 2000; Feldman, 1988; Kram,

이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토의 성장과 발전에도 효과가 있는 것임을 확인하는 결과이며

멘티 측면의 효과 검증에 치중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의 이원
적(dyadic) 특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Levinson,

Darrow, Levinson, Klein,

& MacKee, 1978; Hunt & Michael, 1983; Kram, 1985).

또한, 본 연구결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토의 진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Moore

& Allen, 1996).

기존 연구가 멘토와의 면접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던

반면 본 연구는 이를 보다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 역할을 수
행하는 것은 진로발달단계에 있어서 상위단계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이 된다는 진로발달이론의
설명과 일맥상통한다(Dalton,

대학생들은 멘토경험을 통해 급변하는

Thompson, & Price, 1977).

직업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책임감을 키우게 되며, 일하고자 하는
동기와 방향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지게 된다. 또한, 멘토로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보완하며 창의성을 발현시키게 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솔선해서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획과 보고 업무 경험을 통해 직
무능력 또한 증진된다. 담당 수퍼바이저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멘티와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써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과 환경을 편견 없이 수용하고 활용하는 능
력인 개방성이 향상된다. 뿐만 아니라, 멘티와 수퍼바이저 등 새로운 대인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
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진로적응성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전반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까닭은 멘토경험이 사회적
책임감과 이타성을 요구하는 특성을 가졌기(Allen,

때문이라 볼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책

2003)

임감이나 성실성의 발달에는 개인의 긍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성향이 내재되는 경우
도 있다. 따라서 개인이 주도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면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추는 것은 상충
될 수 있다는 것이 일견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은 멘토링의 가장 핵심

Mullen(1994)

적인 특성 중의 하나로 멘토가 된다는 것이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멘토경험을 통해 이타적 동기가 활성화 되고 이타적 행동을 경험적으로 체득
하게 된 결과(Mullen,

가 직업세계에서 적응할 자신의 모습을

1994; Brief & Motowidlo, 1986)

준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대학생 진로 발달을 위한 연구가 대학생의 인지적 특성 발달에 머물
러 있었던 것과는 달리 멘토경험이라는 실질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자기에 대한 이해와 성찰, 직업 가치 변화 등 개인의 내적 인
지 변화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이다. 이는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 및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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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을 강조한 많은 연구들(Creed,

Vivien, Michelle, & Robert, 2009; Duffy & Dik, 2009;

Jukka, Richard, Pertti & Ira, 2005; Norman, William, Maria, Lee, & Emily,

과 일맥상통하

2010)

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직업세계인식에 관한 연구(윤명희, 신현순, 서희정,

에서도

2010)

대학생들이 실제 봉사활동이나 멘토링 등을 통해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신만의 차별화된
진로발달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적응성의 각각의 하위요인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창의성을 삶과 직업에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단계이다(McDonough,

& McDnough, 1987).

그러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에 따르

면 대학교육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창의성 함양 부족(35%)’인 것으로
나타났다(헤럴드 경제,

2009. 10. 21;

홍병선,

2009,

재인용). 본 연구결과는, 사회 현장으로의 진

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멘토들에게 창의성요인을 함양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으로써 멘
토링 프로그램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기존에 실시되는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처럼 자신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필수로 한다. 따라서, 멘토의 대인관계요인과 개방성요인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서의 멘토경험이 일반 대인관계프로그램과
차별점을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내의 대인관계 자체에 초점
을 두고 있다(정은이,

2011).

반면, 멘토링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멘티의 이해, 수

퍼바이저 등 다양한 관계를 함께 강조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대인관계의 질적
인 변화를 경험하는 대학생들(권석만,

에게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1994)

셋째,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티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멘티의 학습을 지도하는 과업목표와
인성을 지도하는 관계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게 한다. 본 멘토링 프로그램 내에서 대학생 멘토들
은 목표를 향해 착실하게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접하게 되며, 목표의 실행
정도에 대해서도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받기 때문에 목표의식을 함양하는데 유익한 프로그램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멘토링 프로그램이 대학생 멘토의 직무능력요인을 향상시키는
데 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선후배간 상호작용이 직무능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에서처럼(이규녀, 박기문, 이병욱, 최완식, 정현욱,

2009),

멘티와 수퍼바이저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무능력을 함양하게 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자
신에게 주어진 직무내용을 알게 되고, 변화된 역할과 규칙에 맞게 과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경험이 축적된 결과일 수 있다. 다섯째,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생 멘토의 주도성요인의 향상에
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멘토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공식적인 환경 속에
서 멘티의 학습지도자로서, 상담가로서, 역할모델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멘티와 수퍼바이
저로부터 풍부한 피드백을 제공받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역할 수행과 활발한 피드백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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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과업 수행 환경이 주도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라 보는 견해와 일치한다
(Crant & Bateman, 2000).

여섯째, 멘토링 프로그램이 대학생 멘토의 긍정적 태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태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 자신과 타
인, 사회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과 관계 속에 있는 자신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
인 해답을 찾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설명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DeJong
Berg, 2002).

&

마지막으로, 기존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는 진로적응성 구성요인 중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내는 하위요인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장계영,

2011).

본 연구결과

는 진로적응성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책임감 요인이 멘토경험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개입점을
제안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멘토링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직업 환경을 살
아가는 대학생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책임감 요인을 향상시키는데 매
우 적합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험집단의 멘토들이 자발적으로 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는 점이 실험집단의 사전점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토경험을 통해 사후점수가 증가하는 긍정적
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면에서 멘토경험이 대학생에게 유익한 적용점이 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본 멘토링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체에게 미치는 혜택을 고려하여 개발
되었기 때문에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향상만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토와 멘티의 성장과 지역사회에의 기여라는 포괄적인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앞
서 제시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동기나 이타성 수준 등 개인
의 심리적 특성 변인을 고려하는 것과 멘토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보다 엄밀
한 의미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처치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학생 멘토의 진로적응성 수준의 변화를 근거로 대학 및 지역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연구에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할 수 있다. 멘토링 효
과성을 검증한 국내외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멘토링 효과의 지표를 단순한 만족도로 측정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의 발달상의 변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멘토링 프로그램의 실제
적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임진영, 이봉주, 황매향, 김재철,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학 내 멘토링 프로그램 관련자들은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토의 진로적응 측면에도 긍정
적 영향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멘토의 진로적응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구체
적으로 수립하고 진로적응성의 각 하위요인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점검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로적응성의 모든 하위요
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 볼 때, 각각의 하위요인을 향상시키
기 위한 개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완하기 보다는, 진로적응성의 여덟 가지 하위 요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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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효과를 겨냥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멘토링을 제공하는 입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멘토링을
통해 학습하는 수혜자라는 입장도 함께 고려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멘티와 멘토의
성장이라는 멘토링의 목적과 취지를 보다 성공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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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entor Experience
on Career Adaptability among University Students*
2)

Loh, Yunkyoung**
Lee, Ki-Hak***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mentoring program,
co-operated by a university and local government. The distinct characteristic of this mentoring
program is that education, training, and monitoring are provided for the mentors. The research
design is pretest-posttest with a control group to compare career adaptability change of each
group. ANCOVA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all of 8 factors
(goal

setting,

positive

creativity,

attitude,

interpersonal

responsibility)

of

relationship,

career

openness,

adaptability

were

proactivity,

significantly

job

competence,

impro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Implications for research on career adaptability and mentoring program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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