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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는 한 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학생들에게 장학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의 교육적 조언과 정서적 지지를 함께 제공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배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연구설
계는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회성, 긍정적 태도, 자신감, 진로성숙 등이
2007-2009년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이질집단 사후검사 설계였다. 가외변수 벡터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경향점수를 이용한 짝짓기 표집 방법으로
멘토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측정의 오차를 통제한 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잠재평균분석을
적용하였다. 두 집단 간 잠재평균 비교분석 결과,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은 사회성, 긍정적 태도, 자신감, 진로성
숙 등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효과 크기를 비교한 결과, 진로성숙과 자신감 영역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다른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과 진실험설계를 활용한 효과성 검증에
대한 후속적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 교육소외 청소년, 사회성, 긍정적 태도, 자신감, 진로성숙, 경향점수, 잠재평
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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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평등이 포괄하는 범위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그리고 결과의 평등까지 확대됨에 따
라 교육격차가 포괄하는 범주도 함께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초기
에는 교육받을 기회의 차이를 줄이는 데 주력하였지만 보통교육이 확대되어 취학 기회의 격차
가 해소되면서, 학교 시설, 교사의 질과 같은 교육여건의 차이를 줄이는 일이 주요 현안으로 부
각되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교육결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다. 이는 교육의
목적이 단지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교육격차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격차,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과정에서의 격차, 그리고 교육을 통해 얻어지
는 결과의 격차를 포괄한다(이혜영, 강태중, 2004). 교육격차는 크게는 지역 간 격차에서부터 작
게는 개인 간 격차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전자는 교육 양극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한다. 후자는 가난하게 태어난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버리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교육기회를 잃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저마다의 꿈과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멘토와 함께 꿈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멘토를 통해 장학금을 지속적
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멘토의 교육적 조언과 정서적 지지를 받도록 하는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
이 실시되었다.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은 빈곤으로 인한 교육소외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장학금만
을 지원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멘토를 활용한
교육적 처방을 함께 제공한다.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에서 멘토는 주로 장학생과의 주기적인 만
남이 가능하고 가까이에서 삶과 학습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맡는다. 이들의 역할
은 멘토링을 통해 장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조력하는 것이다.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은 교육적으로 배제된 교육소외 청소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존
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장점과 특기를 발견하여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문화
적 향유가 가능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개인적 역량들을 지속적으로 고취시켜 준다면, 이 프로그램은 교육소외 청소년들이 자립
적으로 삶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교육격차와 양극화
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요컨대,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던 기존의 장학제도에 멘토링 시스템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이다.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을 구현해 내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신뢰롭
고 타당하게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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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소외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을 평가중
심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평가방안은 주로 프로그램 평가 혹은 사업의 실행평가에 중점을 두어
왔다(강미경, 2008; 김은정, 황진구, 2007; 김정원, 2008; 보건복지부 희망스타트 홍보․평가사업
지원단, 2008;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5; 양계민, 오승근, 권두승, 전명기, 조대연, 2006;
유순향, 2006; 이봉주, 2009; 이봉주, 김혜란, 정익중, 2007; 이봉주, 양수, 김명순, 2006; 전혜연,
2005). 즉 얼마나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구성원은 자신이 맡은 일을 얼마나 충실히
실행해 나가고 있느냐에 초점을 둔 과정평가가 대부분이다.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이러한 과업
수행 과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사업이 본래 의도대로 진행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과정의 충실이 결과의 성공을 보장
하지는 못한다. 의도한 작업을 계획한 대로 열심히 수행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반드시 의도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장학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새로운 장학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데 있
는 것이 아니다. 교육소외 계층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인생에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학사업의 목적달성 여부는
결국 장학지원을 받은 장학생들에게 실제로 가치 있는 성과가 나타났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장학사업의 성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설계방식은 두 개의 동질한 집단을 구
성하여 한 집단에만 장학사업을 적용한 후,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posttest－only
control group design)이다. 기저선(baseline)을 설정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측정하여 이를 통계적
으로 다시 한 번 통제하는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도 있을 수 있다. 국외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시도된 사례들이 일부 발견된다(Hahn, Leavitt, & Aaron, 1994;
Johnson, 1996; Tierny, & Grossman, 1995). 그러나 대부분의 국외 프로그램 평가 연구들은 1회
의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달성정도, 만족도, 대상자의 인식 등을 평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프로그램 평가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을 설정한 연구설계를 적용한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가장 인지도가 높은 ‘위스타트(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과 ‘우
리 아이 희망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도 단일집단 전후검사 설계(one－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형식을 취하고 있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 점수 변화를 전적으로 장학사업의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역사(history), 성숙(maturation), 반복검사(testing),
도구사용의 변화(the variation of instrumentation), 통계적 회귀(statistical regression) 등의 내적
타당도(internal validity) 저해요인이 발생했을 수 있다. ‘내적타당도’란 실험연구 과정에서 처치
변수 외의 다른 가외변수들(extraneous variables)이 적절히 잘 통제되었는지를 나타낸다. 내적
타당도가 낮은 실험연구의 연구결과는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이종승, 1989).
내적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교집단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임진영 외(2009)의 연구
에서는 비교집단을 활용하여 장학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학사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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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학생이 소속한 학교들에서 일정한 수의 학급을 무선으로 표집한 후, 그 중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에서 하위 30%에 해당하는 학생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여 장학사업 대상 집단과 비교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사업 대상 학생이 대부분 최하위 또는 차하위 계층에 포함되어 있었
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수준 등에 있어서 완전히 동질적인 비교집단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한
계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이 연구의 경우, 내적타당도 저해요인 중 피험자 선발(selection)이 작
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험자 선발’이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무선배치(random
assignment)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두 집단의 동질성이 결여될 때 발생하는 내적타당도 저해요
인을 일컫는다. 이는 장학사업의 효과성 부분 중 가외변수들(이하, 가외변수 벡터)의 영향이 포
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종속변수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존
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학사업에 의한 것인지, 기존에 존재했던 두 집단의 특성에 의한 차이
인지 구분할 수 없다.
실험연구에서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선배치의 원칙에
따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과정에
서 장학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겠다는 목적만을 위해 이미 소속되어 있는 학급을 임의로 변경
하기는 어렵다. 이는 무선배치의 원칙을 따라 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함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경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이용한 짝짓기 표집 방법(matched
sampling method)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재구성하면 무선배치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민경석, 2008; 상경아, 2009; Haus-vaughn, & Onwuegbuzie, 2006; Rosenbaum &
Rubin, 1983).
경향점수는 Rosenbaum과 Rubin(1983)이 최초 제안한 이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가외변
수 벡터의 영향을 통제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경향점수’란 피험자들이 실험
집단이나 비교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 가외변수 벡터 값이 주어졌을 때, 각 피험
자가 실험집단에 배치될 조건부 확률을 일컫는다(상경아, 2009). 경향점수를 추정할 수 있는 방
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통제하고자 하는 가외변수 벡터를 독립변수로 하고 처
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는 것이다
(Haus-vaughn, & Onwuegbuzie, 2006).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경향점수는 특정한 가외변수 벡
터 값을 가진 피험자가 실험집단에 포함될 확률인    를 일컫는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산출되는 개인별 경향점수는 0과 1사이에 위치한다. 경향점수가 유사한 피험자는 가외변수
벡터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경향점수가 유사한 피험자를
한 명씩 뽑아서 반복적으로 짝짓기 표집을 실시한다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피험자들은 ‘가
외변수 벡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로 동질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적으로 소외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향점수를 이용한 짝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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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집 방법으로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이하, 멘토링 장학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
단(이하,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의 원리를 활용한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 analysis)을 시도하여 잠재변수 평균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요컨
대, 본 연구는 비교집단을 둠으로써 단일집단 전후검사 설계가 가지고 있는 역사, 성숙, 반복검
사, 도구사용의 변화, 통계적 회귀 등의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을 통제하였다는 점, 무선배치의 원
칙은 따르지 못했지만 경향점수를 이용한 짝짓기 표집 방법으로 내적타당도 저해요인 중 피험
자 선발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였다는 점, 구조방정식의 원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측정의 오차를 통제하였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교육소외 청소년 지
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연구들과 구분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필요성
십여 년 전의 외환경제위기는 우리사회에서 주로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빈곤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즉 외부의 거대한 충격인 외환경제
위기 하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상관없이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누구나 빈
곤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인식이 확산되면서 우리사회에서도 빈곤의 문제가 더 이상 개
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대책을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근래에 오면서 빈곤이라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이 개발되고 시행되었다.
그러한 대책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대책은 빈곤의 직접적인 원인인 낮은
소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을 빈곤하지 않은 상태까지 보충해 주는 방법이다. 2000년
부터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러한 소득지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대책
은 빈곤의 간접적인,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하는 방법이다. 그 대표적인 유형
이 저소득층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
날 수 있는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교육
복지지원’ 사업들은 바로 그러한 인적자본에의 투자를 통한 빈곤 문제 해결의 대표적인 프로그
램이다.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인지·사회·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낮은 학업성취도와 비행등의 행동적인 문제로 연결되며, 결국 성인기의 열악한 사회경제
적 지위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Cocoran, 2000; McLoyd, 1998). 국내의 연구도 빈곤은 아동
의 신체적 건강, 심리·정서적 발달, 학업성취도, 비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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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고 있다(예, 구인회, 2003; 김재엽 외, 1998; 박현선, 1999;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5). 교육소외 청소년 지원사업들은 아동기의 빈곤은 발달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
러한 이론적 근거와 국내외의 실증적 연구에 개입가설의 기반을 둔다.
국내외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가족
의 소득 자체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낮은 수준의 부모소득 그 자체에 기인하기 보다는 낮은 소득을 갖게
만든 부모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빈곤한 부모일수록 아동양육 기술과 그에 대한 관심이
적고, 동기수준이 낮으며, 교육에 대한 관심도 낮을 확률이 높아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가정환경
을 제공하게 되어 소득수준의 빈곤 그 자체보다는 빈곤과 연관된 가정의 과정환경적 영향이 아
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Mayer, 1997). 이러
한 근거에 따라 교육소외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한 인적자본개발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탈피하여 경제적 지원의 기대효과인 아동발달과 생활수준향상
을 직접적으로 도모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 역시 저소
득층 아동 및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인적자본개발지원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및 청소년들은 사회성, 긍정적 태도 형성, 자신감의 향상, 진로성숙 등의 개인역량
향상을 통해 교육소외의 극복과 도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자립적인 삶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은 인적자본개발지원이라는 목표를 위해 교육소외 아동 및 청소년들에
게 학비 및 교육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존의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에 멘토링이라는 조력서비스를
결합하였다. 학생들은 장학금과 함께 장학금을 전달하는 멘토의 교육적 조언과 정서적 지지를
함께 받는 것이다.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에서 도입한 멘토링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연구
되고 있으나, 멘토링이 실시되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멘토링이 갖는 특성은 상당한 차이
가 있다. 이로 인해 멘토링은 정치적,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분리하면 공통된 개념적 합의를 도출
하기가 쉽지 않다(Colley, 2002; Roberts,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멘토의 역할은 양육, 지지, 보호, 역할모델제시, 피후견인의 잠재역량
에 대한 통찰력의 소유 등으로 정의된다. 이는 멘토가 통합성, 개인적인 헌신, 청소년과의 관계
형성에 대해 준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적합한 멘토의 역할을 상호성, 역량강화, 연대, 의
견의 공유, 상호 경청, 통제보다는 협력과 양육 등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는 멘토링이
결국 수단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관계는 일방적, 가부
장적이기보다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내포함을 시사한다(Colley, 2002).
다양한 문헌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멘토링의 본질적인 요소와 상황적인 요소, 멘토링으로
인한 결과 등을 검토한 후 멘토링에 대한 정의를 시도한 Roberts(2000)는 멘토링을 "지식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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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사람이 보다 경험과 지식이 낮은 사람을 지켜보고 통찰을 촉진하는 등 지지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력의 개발과 개인적 발전을 도모하는 공식화된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다
양한 멘토링은 ‘일련의 과정, 지지적인 관계, 원조과정, 교수-학습과정, 성찰적 과정, 경력 발달과
정, 공식적인 절차, 멘토와 관련된 역할’ 등을 공통된 특성으로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멘토링은
‘신뢰관계형성 ⇒ 목표 설정 ⇒ 발전 ⇒ 유지 및 종결’ 등의 과정을 거치며, 멘토가 멘티에게
‘지시 ⇒ 지도 ⇒ 협력 ⇒ 위임’ 등의 단계로 그 상호작용의 성격이 변화해 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멘토링은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신뢰관계의 형성과 지도, 보호, 양육, 상담, 조언
제공 등을 포함하는 원조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멘토링은 지식을 전수하는 과정으로서 교수학습을 포함하며, 자기성찰을 촉진하는 질문을 활용하며, 경력의 발전이나 개인적 성장을 촉진
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멘토링은 멘토가 멘티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과 삶을 반성적으로 되돌아
보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더 나은 삶의 전망을 갖고, 이를 행동에 옮기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러한 멘토링 과정은 상호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며 커뮤니케이션은 멘토와 멘티의
상호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Law, Ireland, & Hussain, 2007).
멘토링에 관한 문헌들에 따르면 멘토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로서는 개인의 잠
재적인 능력의 발견, 개인의 수행을 향상시킴, 조직의 직원을 유지시킴, 자신감 향상, 멘토와 멘
티의 개인적 성장, 조직 내에서 개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향상, 조직의 효과성 향상, 자기실현,
멘티가 멘토로 성장하는 확산적 효과 등이 있다(Roberts, 2000).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은 이러한
멘토링 효과를 장학금 수여에 접목시켜 인적자본개발지원 프로그램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특히 정익중 외(2008)는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 효과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단기목표는 대인관계능력인 사회성 향상,
주어진 상황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자신에 대한 자신감 회복 등으로, 장기목표는 자신의 꿈
을 찾아가는 능력인 진로성숙 등으로 구성하였다.

2. 국내의 교육소외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과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 인적자본개발지원 프로그램의
현황과 그 평가과정에 대한 검토는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 평가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소외 청소년지원 프로그램들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알려진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 희망스타트 사업, 우리 아이 희망 네트워크 사업,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먼저,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은 0세에서 12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사례관리, 건강 지원, 보육과 교육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빈곤아동 인적자본개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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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형태이다(이봉주, 양수, 김명순, 2006). 대상 아동의 신체적 건강 상태 호전, 가정환경의
변화, 부모의 변화(건강상태·자녀와의 관계·자녀에 대한 기대·훈육방식 등), 부모의 심리적 안정
과 아동에 대한 참여 증진,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 아동의 자신감 신장과 비행 등 부정적 행동
감소, 아동의 학업성취도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위스타트 프로그램의 효과
에 대한 메타분석결과를 보면, 위스타트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 학령기 아동의 영
양상태 개선, 영아기의 가정환경 개선, 학령기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학교적응 향상, 유아기 사
회·정서적 기능 개선, 대상 부모와 가정요소·부모의 심리적 상태 및 기능·아동양육방법 영역 등
에서 모두 주목할 만한 효과가 나타났다(이봉주, 2009). 그러나 그 평가방법에 있어 단일집단 전
후검사 설계로 수행되어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못하였다는 중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나타
난 변화의 양상이 사업의 개입, 그리고 오직 사업의 개입에 의해서만 나타났다는 증거를 제시하
는 데는 불충분한 평가 설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2007년부터는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사업모델이 희망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
사업으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 희망스타트는 2007년 말에 1차년도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하
였다. 평가의 목적은 통합사례 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2차
년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보건복지부 희망스타트 홍보·평가 사업지원단, 2008). 이
를 위해 사업단은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지 현장평가를 실시하였
으며, 서비스이용자 및 실무자 만족도 조사 실시에 중점을 두었다(보건복지부 희망스타트 홍보·
평가 사업지원단, 2008). 희망스타트 역시 위스타트와 마찬가지로 논리모델을 평가틀로 설정하
였으나, 사업평가 최종보고서에는 사업추진 1차년도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제시하여 주로 수행
평가와 만족도평가에 중점을 두었다(보건복지부 희망스타트 홍보·평가 사업지원단, 2008). 하지
만, 2차년도 이후 성과평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선 조사가 실시된 상태이고 향후 추
적조사를 통하여 성과를 측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다.
우리 아이 희망 네트워크 사업은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 희망스타트 사업과 사업 내용이
유사하지만, 강점 관점을 기반으로 가족 역량강화, ‘주체’로서의 가족, 통합적·맞춤형 서비스, ‘자
기결정권’의 최우선 보장 등에 있어 다른 사업들과 차별성이 있다. 즉, 우리 아이 희망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아동과 가족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 친구, 친지 등과 같은 비공식적 자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공분야 또는 전문분야 간의 전문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네트
워크를 통해 한 마을의 아이들을 서로 돌보고 키우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강미경, 2008). 이 사업의 평가는 크게 성과평가, 운영평가, 네트워크 분
석, 특성화 전략 탐색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각 영역마다 질적·양적 연구를 병행
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 설계는 단일집단 전후검사 설계로 시행되었으
나, 기초선 조사 없이 이미 서비스이용을 시작한 기존 이용자의 경우 ‘회고적 설문방법’을 통해
조사하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 희망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족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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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는 성과평가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지역적 접근방식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 및 교육환경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사업의 주요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즉,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 지역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
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 내 영유아 및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한 사업인 것이다. 사업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소득층 영유아 및 청소년의 학습결손 예방과 치유를 통한 학력 증진, 저소
득층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 교육·문화·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 구축을 세부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김정원, 2008). 이 사업의 평가는 2003년부터 약 5년 간 시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평가는
주로 사업의 수행평가와 만족도 조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까지 그 효과성을 입증할
만한 평가결과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에는 서비스를 지원
받지 않은 집단과 사후적으로 비교하는 고정집단 비교설계 방법으로 효과성을 검정하려 시도했
으나, 이는 다양한 외부요인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어 여전히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도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교육투자우선지역 중앙연구·지원센터에서는 종단적 설
계에 입각한 효과성 평가를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의 목적은 방과 후에 성인의 보호 없이 지내는 아동 및 청
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에서의 공식적인 활동 외에 자유로운 활동에의 참여를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길러주며, 학교와 가정교육의 연계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다(정영란, 2007). 교육소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직접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방과 후 돌봄 프
로그램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참여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사업
과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다. 지역아동센터 사업과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만족도와 프로그램 내용
및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있다(김은정, 황진구, 2007; 유순향, 2006; 전혜원,
200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정책으로 상당한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지역아
동센터와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아직 만족도 평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소외 청소년들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대부
분의 평가들은 1회의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수행 정도, 만족도, 대상자의 인식 등을 평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통한 궁극적인 목표인 아동과 가족의 변화의
측정을 통한 성과평가를 시도한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우리 아이 희망 네트워크 사업
의 경우도 평가설계에서 비교집단을 통한 다른 설명요인들에 대한 통제가 없어 성과평가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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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소외 아동·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사업에 참여한 아동과 가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성과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동 및 청소년 개인과 그 가족에게
나타난 변화를 프로그램이 설정한 목표를 준거로 확인하고, 교집단의 설정과 가외변인의 통제를
통해 그러한 변화가 다른 요인이 아닌 프로그램 자체의 효과에 기인함을 입증해야 한다.

3. 국외의 교육소외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국내의 교육소외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평가가 주로 횡단연구와 실적과 만족도 평가에
그쳐왔다면, 국외의 평가 연구는 최근에 보다 종단적이고 결과 위주의 평가로 발전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소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
중 멘토링 프로그램이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상당히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멘토링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이 Big Brothers/Big Sisters Program(이하 BB/BS)이다. BB/BS 프로그
램은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에게 성인 친구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성인 자원봉사자(멘토)를 연
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혹은 교육적
성과를 추구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기능이 멘토에게 부여되기 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역할이
멘토에게 부여된다. Tierney와 Grossman(1995)은 그들의 실험설계 평가 연구에서 BB/BS 프로
그램이 마약이나 음주 등 약물문제와 학교폭력문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학교 성적이 향상되었고,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
었으며, 그들의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교육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 유형으로 Philadelphia Futures
Sponsor-A-Scholar(이하 SAS)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SAS 프로그램은 필라델피아 지역 공립고
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돕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등학
교 재학 기간과 졸업 후 일 년간 지속적인 멘토가 배치되고, 학습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입지원
과정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연결되는 멘토들은 대리 부모로써
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공적인 역할모델로 기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성취를 모니터
링하고 격려와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Johnson(1996)은 이 프로그램의 평가를 통하여 프로그램
이 고등학교 2-3학년의 학교성적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향상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사이의 대학진학률을 약 22% 높이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
다.
Quantum Opportunity Program(이하 QOP)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하
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다. QOP는 중3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의 청소년들에
게 동료 튜터링, 사회봉사참여 프로그램, 멘토링,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성인 멘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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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다. QOP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4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QOP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졸업률을 높이고,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ahn,
Leavitt, & Aaron, 1994).
이러한 국외 사례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개입 프로
그램들이 그들의 학습능력과 학교 졸업 후 진학 및 취업과 소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청소년기의 서비스 유형들이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인적자본개발에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외 사례의 검토가 시사하는 점은 그러한 서비스들의
효과성 평가가 장기간에 걸친 국외 연구로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험적 설계방
법에 의한 비교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효과성의 지표가 단순
한 만족도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개인의 발달상의 지표로 설정된다는 것도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교육소외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비교집단을 포함한 실험설계 방법을 적용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의 현실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가장 적절한 교육소외 청소년 지워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방법이
무엇인지도 제안할 필요가 있다.

4. 교육소외 청소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멘토링은 그 용어의 유래를 그리스신화에 두고 있을 만큼 오랫동안 이어온 사회적 서비스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멘토링은 참여자들의 잦은 접촉과 충분한 상
호작용 시간을 함께 한다는 전제하의 일대일 상호작용(one-to-one interactive process)으로 정의
된다. 특히, 멘토링은 성인학습자들에게 중요한 개인적, 학문적, 직업적 발달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충고와 지지, 그리고 격려를 제공하
는 과정(process)을 의미한다. 이러한 멘토링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 간의 일대일 대면을 통한
깊은 인간관계와 개인 자질의 현저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제도로 여러 분야에서 행해져 왔다.
즉, 농업사회 대가족 제도하의 가족 구성원 간에는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가정과 사회에서 행하여야 할 역할을 가르쳤고, 장인들의 세계에서는 스승으로부터
기술의 습득과 그 세계에 대한 생활방식들을 배우게 하는 중요한 학습방법으로서 멘토링이 사
용되어 왔었다. 현대산업화 사회에서는 멘토링이 인적자원 경영의 한 방법으로 채택되어 큰 효
과를 거두고 있다. 교육학의 영역에서도 멘토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업증진, 진로지도,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온라인이나 오프
라인을 이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입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멘토링 제도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멘토링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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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효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단편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어떤 멘토링
프로그램이든 공통적으로 기대되는 멘토링의 일반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교육소외 청
소년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멘토링은 그
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멘토나 멘티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나아가 사회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Schulz, 1995). 특히 멘토링
이 멘토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멘토로부터 인간관
계, 조직의 관습 및 규칙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둘째, 멘토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멘티는 ‘마음놓고’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수는 자기주도성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게
되어 성장의 기틀이 될 수 있고, 멘토의 리더십을 관찰함으로써 멘티 역시 리더십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셋째, 멘토링 과정을 마침으로써 멘티는 자신들의 기술이나 지식을 시험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멘토로서 부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멘티는 개인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소외 청소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 중
심 멘토링이 가장 대표적이다. 각 지역사회 대학의 재학생들이 멘토로 활동하고 지역사회 취약
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이 멘티로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앞장
서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학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 봉사라는 대학의 책무성을 성실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인 재학생들의 적응 및 교육의 효과도 함께 보고 있다. 지
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과 재학생 사이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학업증진, 자신
감 향상, 미래에 대한 희망 고취를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멘토링에 참여
하는 대학생들의 대학적응, 사회성 향상, 지도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예 : 박영순, 김계현, 2007; 이혜연, 조아미, 박현선, 2005). 대학에서 운영 중인 교
육소외 청소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우리나라 대학에서 운영 중인 교육소외 청소년 대상 멘토링
멘토/멘티

멘토링 도입 배경

멘토링 목적

주요 성과

대표 사례

∘교육불평등 해소의 일환으 ∘저소득층 아동 ∘멘티의 성적 향상, ∘전국 지역별
로 각 시․도 교육청이 중심 및 청소년의 학 사회성 발달, 학교 중심대학의
이 되어 전국 지역 내 대 업성취도 향상 적응 향상, 미래에 ‘대학생 멘토
대학생/교 학의 재학생들과 저소득층 및 학력신장
링 사업’
대한 희망 증가
육소외
아동 및 청소년들의 멘토 ∘인성계발을 통한 ∘멘토의 사회성, 이 ∘ 경 인 교 대
아동 및
‘ 케어멘토링
링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바람직하고 올바 타성, 지도성 향상
청소년
∘각 대학은 지역사회 봉사라 른 인성 함양
∘멘토, 멘티의 자아 프로그램’
는 대학의 책무를 수행하는 ∘특기 영역의 재 존중감 향상
명분으로 협조하고 있음
능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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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외(2008)는 교육소외 청소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중 하나인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새로운 논리모형을 구축하였다.

투입

활동

산출

성과
단기

∘ 멘토링지원,
∘ 장학금( 꿈장학
∘장학금수혜
∘노력에 대한 낙관
장학금지원 금), 등록금, 과
학생 수, 과
성(긍정적 태도)
학교 선생님
외활동비의 지원
외활동 수강
∘자신감 고취
(멘토)
⇨ ∘멘토활동, 진로· ⇨ 학생 수, 멘 ⇨ ∘확고한 목표의식
진학상담, 학업성
티 학생 수
∘몰입
적 관리, 정서적
∘대인관계 증진
지지, 가족상담
∘문제해결력

장기

∘역량
∘진로성숙
(자립과 진로)
∘공동체성의 함양
∘행복감

[그림 1]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 논리모형(출처, 정익중 외, 2008, p.53)

논리모형은 서비스의 투입에서 결과까지의 연결고리를 그림(diagram)으로 표시 해 서비스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수행으로 성과를 구체화해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증진은 물
론 프로그램의 성과평가를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해 주었다. 논리모형 구축을 위해 각 학교의
멘토들로 구성된 포커스그룹 자문회의를 가졌다. 이를 통해 그 동안의 멘토 활동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받고 프로그램 실시 후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과 교사들이 원하는 학생들의 변화 모습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였다. 여기에서 나온 변화된 모습에 대한 내용분석 과정을 거쳐, 성과
중에서 장기목표와 단기목표가 될 만한 것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여
기서 단기목표는 1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성과로, 장기목표는 1년 이상이 지났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성과로 상정하였다. 단기목표에는 대인관계능력인 사회성 향상, 주어진 상황에 대한 긍정
적 태도 형성, 자신에 대한 자신감 회복 등을, 장기목표에는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능력인 진로
성숙 등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에 참여하고 있는 멘토들의 행
동목표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선험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경험적이며 사후 확인의 차원에서
추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멘토링 장학 집단의 피험자 수는 중등학교에 재학하면서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
고 있는 전국의 5,142명(남학생 2,049명, 여학생 3,093명)의 학생이었다. 이들의 전집은 2007년부
터 2009년 7월 사이에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 중 2009년 현재 중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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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학생이다. 비교집단의 경우, 최대한 멘토링 장학 집단과 유사한 배경을 지닌 피험자를
표집하기 위해,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중 40개를 무선으로 먼저 표집한
다음, 학교별로 1개 학급을 무선으로 표집하는 단계적 표집(stage sampl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학생 수는 1,114명(남학생 493명, 여학생 621명)이었다. 멘토링 장학 집단
과 비교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9년 7월에 그들의 배경과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관련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비교집단에 소속된 학생들의 경우, 멘토링 장학 집단 학생들이 소속한 학
교에서 표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멘토링 장학 집단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최하위 또는 차하위
계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멘토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심리적 지원, 문화자본, 동네영향 등에 있어서 이질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
한 통제하기 위해 경향점수를 산출하여 이들 가외변수 벡터가 유사한 피험자를 짝짓기 방법으
로 선정하였다. 짝짓기 표집 이후, 최종 분석에 이용된 피험자 수는 멘토링 장학 집단 577명(남
학생 237명, 여학생 340명)과 비교집단 577명(남학생 258명, 여학생 319명) 총 1,154명이었다.

2. 연구설계
본 연구의 연구설계는 무선배치의 원칙을 따르지 않은 채 멘토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을 구
성하였다는 점과,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질집단 사후검사 설계(posttest－
only nonequivalent group design)에 해당한다. 이 설계의 가장 큰 단점은 처치변수 투입 이전에
두 집단이 동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향점수를 이용한 짝짓기 표
집 방법을 활용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외변수 벡터의 영향을 통제하려 하였다.

3. 처치도구
본 연구의 처치도구는 국내의 한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으로, 저
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들을 멘토와 함께 선발하여 멘토를 통해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장학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한 학생들이 장학금만 지급받는 것이 아
니라 멘토의 교육적 조언과 정서적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의 꿈을 찾고 배움에 참여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그 어려움으로 인해 꿈
과 희망을 잃지 않고 당초의 꿈과 희망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
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설정을 위해 정익중
외(2008)는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논리모형을 개발하였다. 여기에 근거하여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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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프로그램은 사회성, 긍정적 태도 형성, 자신감의 향상을 단기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진로성숙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즉,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개인적
역량 증진을 통해 교육소외의 극복과 도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자립적인 삶의 역
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효과평가 대상인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은 꿈 장학과 SOS 장학 등이 있다. 꿈 장학
은 학업, 예·체·기능 및 기타 특정 분야에 소질과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멘토와
함께 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SOS 장학은 갑작스런 경제적 상황
의 악화 등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학비 등 장학금이 필요한 고등학생이 꿈을 잃지 않고 자
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적 조언 비용과 정서적 지지 비용을 제공한다. 그 뿐만
아니라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에서는 멘토 역량 개발을 위한 멘토 연수 실시, 우수 멘토링 사례의
발굴․보급을 위한 멘토 수기 공모, 수기집 출판, 온라인 자기성장기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 꿈 장학생의 자부심 및 동기 고취를 위한 캠프 개최 등도 지원하고 있다.

4.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2008년에 개발된 ‘교육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요구 및 발달과정 분석
을 위한 조사도구(정익중 외, 2008)’를 활용하였다. 이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심리
적 지원, 문화자본, 동네영향은 가외변수 벡터이고, 사회성, 긍정적 태도, 자신감, 진로성숙은 종
속변수에 해당한다.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학력, 부․모직업, 무료급식, 경제수준 등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
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대학교 졸업 이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통해 측정하였고, 부․모
직업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이 ‘없음, 단순 근로직, 숙련직, 판매직, 농림축산업, 사무직, 군
인, 관리직, 전문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무료급식은 ‘지난 1년 간 학교
또는 동사무소로부터 무료급식을 지원 받은 적이 있는지’ 유무를 통해 측정하였고, 경제수준은
‘본인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는 이에 관한 6개 문항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변
환한 후, 이들의 평균값으로 척도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α계수는
.5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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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의 심리적 지원
부모의 심리적 지원은 부모의 성취압력(예, ‘새로운 것을 접할 기회를 많이 주신다.’ 등 총 3문
항), 정서적 지원(예, ‘노래를 같이 한 적이 있다.’ 등 총 3문항), 언어압력(예, ‘내가 맞춤법이 틀리
거나 할 때 늘 바로잡아 주신다.’ 등 총 3문항), 애정(예, ‘부모님은 나와 다정하게 자주 이야기를
한다.’ 등 총 7문항)과 자율(예, ‘부모님은 매사에 간섭하신다(부정문항).’ 등 총 4문항) 등을 묻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지원은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최하 0점, 최고 10점
점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들 20문항에 대한 α계수는 .874였다.

3) 문화자본
문화자본은 ‘가족(부모, 보호자, 형제자매 등)과 함께 외식, 영화, 미술관, 여행, 운동 등의 활동
을 얼마나 하는지’ 등에 관한 5개 문항에 대해 ‘전혀 하지 않음(1점), 몇 년에 한 번(2점), 일 년에
몇 번(3점), 한 달에 몇 번(4점), 일주일에 몇 번(5점)’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측정하였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최하 0점, 최고 10점 점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문화자본의 α계수
는 .795였다.

4) 동네영향
동네영향은 ‘당신이 사는 동네 아이들이 학교를 무단결석하고 거리를 배회 할 때 당신 동네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등과 같은 4개 문항에 대해 ‘전혀 상관치 않는다(1점), 상관치 않
는다(2점), 바로 잡아 준다(3점), 항상 바로 잡아 준다(4점)’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측정하
였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최하 0점, 최고 10점 점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동네영향의

α계수는 .879였다.

5) 사회성
사회성은 대인관계, 대인능력 등 두 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대인관계는 타인과 의사소
통이 원활하여 관계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며(예,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이야기
를 잘 하는 편이다.’ 등 총 3문항), 대인능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 희망, 요구를 쉽게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한다(예, ‘가족이나 친구 사이를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잘한다.’ 등 총 3문항). 대인관
계, 대인능력의 α계수는 각각 .655, .70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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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긍정적 태도
긍정적 태도는 행복감, 활달성, 대담성 등 세 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행복감은 일상생활
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며(예, ‘나는 대체로 기분이 좋다.’ 등 총 3문항), 활달
성은 성격이 거침이 없고 명랑하고 밝은 정도를 측정한다(예,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
하고 우울 해 한다(부정문항).’ 등 총 3문항). 그리고 대담성은 담력이 크고 용감한 정도를 측정
한다(예, ‘나는 비활동적이고 활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다(부정문항).’ 등 총 3문항). 행복감, 활달
성, 대담성의 α계수는 각각 .710, .575, .729였다.

7) 자신감
자신감은 문제해결, 자기관리, 효능감 등 세 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문제해결은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독립적으로 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며(예, ‘혼자서도 일을 잘 해낸
다.’ 등 총 3문항), 자기관리는 문제 상황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의 정도를 측정한
다(예, ‘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등 총 3문항). 그리고 효능감은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를 측정한다(예,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다.’ 등 총 3문항).
문제해결, 자기관리, 효능감의 α계수는 각각 .742, .623, .769였다.

8) 진로성숙
진로성숙은 자기이해, 계획성 등 두 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자기이해는 자기 자신을 있
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며(예, ‘내가 잘하는 것을 파악하여 활용한다.’ 등 총
3문항), 계획성은 모든 일을 계획을 짜서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측정한다(예,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한다.’ 등 총 3문항). 자기이해, 계획성의 α계수는 각각 .733, .731이
었다.

5.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과정은 경향점수를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짝짓기 표집을 하는 단계와, 멘토
링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구성하였다.
먼저, 독립변수가     (단,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부모의 심리적 지원, 
: 문화자본,

 : 동네영향)인

피험자가 멘토링 장학 집단에 포함될 확률인 ‘경향점수

       ’를 추정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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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독립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정된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짝짓기 표집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멘토링 장학 집단에 속한 사례를 하나 선택하고
비교집단 중 이 사례와 경향점수가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사례를 선택하는 절차를 반복하였
다. 경향점수를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짝짓기 표집을 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민경석(2008)과
상경아(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두 번째 단계는 사회성, 긍정적 태도, 자신감, 진로성숙 등 4가지 잠재변수 평균이 멘토링 장
학 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잠재평균분석을
시도하였다. 잠재평균분석이 가능한 자료인지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에 대한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pattern invariance),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weak factorial
invariance),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 strong factorial invariance)을 검증하였다(Steenkamp
& Baumgartner, 1998; 홍세희, 2001;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분석 프로그램은 SPSS와 Mplus를 활용하였다(Muthén, & Muthén, 2010). 잠재평균분석을 위
한 모수추정은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바탕으로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경향점수를 활용한 짝짓기 표집 결과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심리적 지원, 문화자본, 동네영향 등 4가지 가외변수 벡터가 실제로 멘토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짝짓기 표집을 하기 전, 가외변수 벡터에 대한 집
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보았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문화자본의 평균은 비교집단(5.97, 3.19)이 멘토링 장학 집단(4.52, 2.84)에 비해 더 높았다
(t=52.226, p<.01; t=27.753, p<.01). 이에 비해 부모의 심리적 지원과 동네영향의 평균은 멘토링
장학 집단(6.47, 4.98)이 비교집단(6.19, 4.23)에 비해 더 높았다(t=-5.682, p<.01; t=-9.302, p<.01).
이는 멘토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이 서로 이질적인 집단임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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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짝짓기 표집 전의 멘토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의 가외변수별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증 결과
멘토링 장학
비교집단(1,114명)
집단(5,142명)
M
SD
M
SD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3.19
1.61
5.97
1.63
부모의 심리적 지원
6.47
1.48
5.97
1.63
문화자본
2.84
1.81
6.19
1.48
동네영향
4.98
2.45
4.52
1.99
M : 평균, SD : 표준편차, Sk : 왜도, Ku : 첨도
**p<.01
가외변수(독립변수)

t
52.226**
-5.682**
27.753**
-9.302**

가외변수 벡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질한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심리적 지원, 문화자본, 동네영향 등 4개의 가외변수 벡터를 독립변수로 하고, 멘토링 장
학 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경향점수를 구하였다.
이때 비교집단은 0, 멘토링 장학 집단은 1로 부호화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지원과 동네영향은 멘토링 장학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이었다. 이에
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문화자본은 멘토링 집단이 더 낮았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Exp(b)가 .392인 것으로 보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1만큼 커짐에 따라 승산비



(   멘토링 장학 집단에 포함될 확률÷비교집단에 포함될 확률)는 .392배 증가할 것으로 기
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지원, 문화자본, 동네영향의 경우도 1단위 커짐에 따라
승산비는 각각 1.494, .688, 1.160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표 3>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 적용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외변수(독립변수)

b

S.E.

Wald

Exp(b)

상수

3.995**

.231

298.608

54.346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936**

.032

852.941

.392

.401**

.032

154.539

1.494

문화자본

-.375**

.026

207.046

.688

동네영향

.148**

.019

58.749

1.160

부모의 심리적 지원

**p<.01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구한 경향점수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표 4>에서와 같이, 멘
토링 장학 집단(.89)은 비교집단(.42)에 비해 더 높았다(t=73.842, p<.01). 이는 로지스틱 회귀모형
이 적절히 설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멘토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은 서로 이질적인 집단
이기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추정된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동질적인 집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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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짝짓기 표집 전의 멘토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의 경향점수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증 결과
멘토링 장학 집단(5,142명)

비교집단(1,114명)

M

SD

M

SD

.89

.16

.42

.31

t
-73.842**

**p<.01

<표 2>～<표 4>의 결과를 토대로, 멘토링 장학 집단에 속한 사례를 하나 선택하고 비교집단
중 이 사례와 경향점수가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사례를 선택하는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짝짓
기 표집을 실시하였다. <표 5>는 짝짓기 표집으로 선정된 비교집단 577명, 멘토링 장학 집단 577
명 총 1,154명을 대상으로, 4개의 가외변수 벡터에 대해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t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5>에 의한다면, 멘토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은 4개의 가외변수
벡터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가 유사하였고, 그 평균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302, p>.05; t=-.268, p>.05; t=-.073, p>.05; t=-1.199, p>.05).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심리적 지원, 문화자본, 동네영향 등 4개의 가외변수 벡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멘토
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은 거의 동질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짝짓기 표집 후의 멘토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의 가외변수별 기술통계치 및 t검증 결과
가외변수(독립변수)

멘토링 장학 집단(577명)
M

SD

Sk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4.94

1.47

부모의 심리적 지원

6.32

문화자본
동네영향

비교집단(577명)

t

Ku

M

SD

Sk

Ku

-.760

.031

4.91

1.60

-.552

-.290

-.302

1.54

-.528

.177

6.29

1.55

-.361

.273

-.268

3.77

1.88

-.062

-.649

3.76

1.97

.009

-.675

-.073

4.89

2.41

.091

-.183

4.72

2.48

.194

-.347

-1.199

M : 평균, SD : 표준편차, Sk : 왜도, Ku : 첨도

<표 6>은 짝짓기 표집으로 선정된 1,154명을 대상으로 경향점수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t검증을 구한 결과이다. 이에 의한다면 멘토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의 경향점수 평균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002, p>.05). 이는 짝짓기 표집으로 선정된 멘토링 장학 집단
과 비교집단은 4개 가외변수 벡터에 있어서 서로 동질함을 의미한다.

<표 6> 짝짓기 표집 후의 멘토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의 경향점수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증 결과
멘토링 장학 집단(577명)

비교집단(577명)

M

SD

M

SD

.66

.25

.66

.25

t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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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멘토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의 잠재평균 비교 분석결과
짝짓기 표집으로 선정된 멘토링 장학 집단 577명과 비교집단 577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1) 기술통계치 결과
비교집단과 멘토링 장학 집단별 측정변수 간 상관계수와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skewness) 및 첨도 결과는 <표 7>과 같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대우도 추정방법의 경우,
정규분포의 가정을 심하게 벗어나게 되면 결과를 왜곡시키게 된다(Curran, West, & Finch,
1996). West, Finch, Curran(1995)의 지침서에 따른다면 왜도는 2, 첨도는 7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분포로 간주하고 분석할 수 있다. 본 자료의 경우, 집단에 상관없이 왜도는 절댓값이 .60을
넘지 않고, 첨도도 .90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정규분포의 가정은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표 7> 집단별 측정변수 간 상관계수와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결과
측정변수
⑴
⑵
⑶
⑷
⑸
⑹
⑺
⑻
⑼
대인관계⑴
1.000 .627
.334
.379
.344
.328
.334
.478
.369
대인능력⑵
.639 1.000 .313
.354
.306
.325
.324
.378
.364
자기이해⑶
.354
.393 1.000 .436
.351
.452
.423
.446
.311
계획성⑷
.499
.551
.438 1.000 .292
.352
.295
.512
.462
행복감⑸
.436
.425
.471
.378 1.000 .551
.593
.358
.257
활달성⑹
.399
.342
.372
.356
.546 1.000 .616
.433
.358
대담성⑺
.293
.272
.327
.202
.581
.628 1.000 .329
.233
문제해결⑻
.523
.528
.418
.531
.441
.389
.253 1.000 .556
자기관리⑼
.458
.441
.372
.452
.352
.299
.199
.548 1.000
효능감⑽
.515
.525
.528
.571
.508
.466
.324
.759
.578
Exp
6.85
6.87
6.65
7.52
7.09
7.27
7.70
6.65
6.94
M
Com
6.21
6.34
5.89
6.66
6.46
6.59
7.04
5.64
6.20
Exp
1.62
1.78
1.94
1.58
1.73
1.74
1.93
1.73
1.61
SD
Com
1.95
2.09
2.15
2.06
2.15
1.93
2.31
1.97
1.85
Exp
0.02
-0.21 -0.27 -0.09 -0.24 -0.46 -0.58 -0.13
0.13
Sk
Com -0.43 -0.34 -0.13 -0.46 -0.32 -0.25 -0.45 -0.06 -0.30
Exp
0.35
0.24
0.14
-0.18 -0.08
0.16
-0.13
0.03
-0.35
Ku
Com
0.90
0.37
-0.03
0.70
-0.08 -0.12 -0.35
0.33
0.86
Exp : 멘토링 장학 집단, Com : 비교집단, M : 평균, SD : 표준편차, Sk : 왜도, Ku : 첨도
행렬 대각선 위 : 멘토링 장학 집단의 상관
행렬 대각선 아래 : 비교집단의 상관

⑽
.409
.391
.535
.579
.411
.534
.359
.659
.541
1.000
7.13
6.05
1.69
2.05
0.05
-0.07
-0.42
0.15

2)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요인분산동일성 검증 결과
잠재변수 평균에 대한 가설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210 아시아교육연구 11권 4호

analysis) 모형에 대한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가정의 충족이 전제되어야 한다.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해 멘토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에 각각 동일한 패턴의 확인적 요인분
석 모형을 적용시켰다. <표 8>은 집단별로 구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결과이다. 일
반적으로 모형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χ2의 유의확률>.05 TLI>.90, CFI>.90이면 양호한 적
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RMSEA<.05이면 좋은 적합도, RMSEA<.08이면 괜찮은 적합도,
RMSEA<.10이면 보통 적합도, RMSEA>.10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홍세희, 2001).
χ2을 기준으로 한다면 두 집단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없었지만(비교집

단 : χ2=148.613, p<.01; 멘토링 장학 집단 :  =117.171, p<.01), χ2은 사례 수에 민감하다는 문제
점이 있으므로 사례 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CFI, TLI, RMSEA를 활용하여 적
합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 CFI, TLI, RMSEA를 기준으로 적합도를 평가해 보면, CFI는 비
교집단이 .957, 멘토링 장학 집단이 .964이었고, TLI는 비교집단이 .933, 멘토링 장학 집단이
.944였다. 그리고 RMSEA는 비교집단이 .085, 멘토링 장학 집단이 .073로써 확인적 요인분석 모
형의 집단별 적합도는 모두 양호하였다. 비교집단과 멘토링 장학 집단의 적합도가 모두 양호하
다는 것은 두 집단의 요인구조 패턴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멘토
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은 형태동일성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표 8> 집단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결과
집단
멘토링 장학 집단
비교집단
*p<.05 **p<.01

χ2
117.171**
148.613**

df

29
29

CFI
.964
.957

TLI
.944
.933

RMSEA
.073
.085

형태동일성 검증 결과를 근거로 하여, 멘토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해 측정동일성을 검
증하였다. 이를 위해서 두 집단의 요인부하량의 패턴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모형1과, 요인부하
량의 패턴뿐만 아니라 요인부하량의 값이 모두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2 간의 차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9>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모형 간의
14.134(  =6, p<.05)로써 측정동일성 가정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

 차이는

 은

사례 수

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례 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TLI와 RMSEA
로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TLI=+.003, RMSEA=－.003로써 그 변화가 미미하였고 측정
동일성 모형의 TLI과 RMSEA는 각각 .941, .076로써 양호한 모형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를 토대로 측정동일성 가정은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여기서 CFI는 활용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다집단분석에서는 CFI가 모형의 복잡성을 잘 반영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적합도
지수로서 부적합하다(Hong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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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동일성 검증을 위한 적합도 지수
모형

검증 대상

  

TL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

265.784**(58)

.938

.079

모형2

형태․측정동일성

279.918**(64)

.941

.076

모형3

형태․측정․절편동일성

393.199**(74)

.925

.086

모형4

형태․측정․절편․요인분산동일성

419.861**(78)

.924

.087

**p<.01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를 근거로 하여, 멘토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해 절편동일성을 검
증하였다. 이를 위해서 두 집단의 요인부하량의 패턴과 요인부하량의 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모형2와, 요인부하량의 패턴과 요인부하량의 값뿐만 아니라 측정변수의 절편이 모두 동일하다
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3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9>와 <표 10>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두 모형 간의
볼 수도 있었지만





 차이는

113.281(  =6, p<.01)로써 절편동일성 가정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은 사례 수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례 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동

시에 고려하는 TLI와 RMSEA로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TLI=－.016, RMSEA=+.010으로
써 그 변화가 미미하였고 절편동일성 모형의 TLI과 RMSEA는 각각 .925, .086으로써 양호한 모
형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절편동일성 가정은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구인동등성 검증 과정에 설정되는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의 경우,
집단별 잠재변수의 평균은 모두 0으로 고정하였다는 점이다.
<표 10> 동일성 검증 결과
검증 대상 : 비교 모형

χ 2 변화

df 변화

TLI변화

RMSEA변화

측정동일성 : 모형1 vs 모형2

+14.134*

+6

+.003

－.003

절편동일성 : 모형2 vs 모형3

+113.281**

+10

－.016

+.010

+26.662**

+4

－.001

+.001

요인분산동일성 : 모형3 vs 모형4
*p<.05

**p<.01

3) 잠재평균 비교 결과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평균분석을 활용하여, 사회성,
긍정적 태도, 자신감, 진로성숙 등 4가지 잠재변수 평균이 멘토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모형5를 설정하였다. 모형5는 요인부하
량의 패턴과 요인부하량의 값뿐만 아니라 측정변수의 절편에 대해서는 동일화 제약을 가했다는
점에서 모형4와 동일하지만, 비교집단의 4가지 잠재변수 평균은 모두 0으로 고정시키고 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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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멘토링 장학 집단의 잠재변수 평균을 추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모형4와 구분된다.
분석 결과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성, 긍정적 태도, 자신감, 진로성숙 등 4가지 잠
재변수 모두에서 멘토링 장학 집단의 평균이 비교집단의 그것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z=5.852, p<.01; z=6.622, p<.01; z=10.198, p<.01; z=8.313, p<.01).

<표 11> 멘토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의 잠재평균 차이 분석
잠재변수

비교집단 (s.e.)

사회성

0.000 (.000)

긍정적 태도
자신감
진로성숙

멘토링 장학 집단 (s.e.) ; z

공통 표준편차

효과크기(d)

0.576 (.098) ; 5.852

1.473

.391

0.000 (.000)

0.634 (.096) ; 6.622

1.476

.430

0.000 (.000)

1.000 (.098) ; 10.198

1.597

.626

0.000 (.000)

0.816 (.098) ; 8.313

1.333

.612

**p<.01

잠재변수의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집단별 표준편차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예컨대 집단별
표준편차가 작은 경우에는 잠재변수의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의미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유의미하게
해석하기 위해 Cohen이 제안한 효과크기를 구하였다. 효과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단
공통 표준편차를 구해야 한다. 본 분석이 집단 공통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인분산동일성 검증이 요구된다. 이것은 두 집단의 요인부하량의 패턴과
요인부하량의 값 및 측정변수의 절편이 모두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3과, 요인부
하량의 패턴, 요인부하량의 값, 측정변수의 절편뿐만 아니라 잠재변수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동
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4 간의 차이 검증을 통해 이루어진다.
분석 결과 <표 9>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모형 간의
로써 요인분산동일성 가정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차이는

 은

26.662(  =6, p<.01)

사례 수에 민감하다는 문

제점이 있으므로 사례 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TLI와 RMSEA로 적합도를 평가
하였다. 그 결과 TLI=－.001, RMSEA=+.001으로써 그 변화가 미미하였고 요인분산동일성 모형
의 TLI과 RMSEA는 각각 .924, .087으로써 양호한 모형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요인분산동일성 가정은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요인분산동일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감이 .626으로 가장 컸고 진로성숙이
.612, 긍정적 태도가 .430, 사회성이 .390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Cohen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효과크기는 .2이면 작은 것으로, .5이면 중간 수준으로, .8이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ohen,
1988; Hong et al., 2003; 홍세희 외, 2005). 이에 기준한다면, 사회성과 긍정적 태도의 효과크기
는 중간 수준이고 진로성숙과 자신감의 효과크기는 큰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경향점수를 활용한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213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으로 소외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경향점수를 이용한 짝짓기 표집 방법으로 멘
토링 장학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성한 후, 두 집단의 발달 상태를 사
회성, 긍정적 태도, 자신감, 진로성숙 등 4개의 영역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멘토링 장학 집단
의 피험자 수는 중등학교에 재학하면서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 전국의 5,142
명의 학생이었고, 비교집단의 피험자 수는 멘토링 장학 집단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1,114명
이었다. 짝짓기 표집 이후, 최종 분석에 이용된 피험자 수는 멘토링 장학 집단 577명과 비교집
단 577명 총 1,15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향점수를 이용
한 짝짓기 표집 방법으로 멘토링 장학 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효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심리적 지원, 문화자본, 동네영향 등
4개의 가외변수 벡터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이는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에 경향점수를 이용한 짝짓기 표집 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국내의 교육
소외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평가는 대부분 과정평가, 실행평가에 중점을 두어 왔다(강미경, 2008;
김은정, 황진구, 2007; 김정원, 2008; 보건복지부 희망스타트 홍보․평가사업지원단, 2008; 서울대
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5; 양계민, 오승근, 권두승, 전명기, 조대연, 2006; 유순향, 2006; 이봉주,
2009; 이봉주, 김혜란, 정익중, 2007; 이봉주, 양수, 김명순, 2006; 전혜연, 2005). 그러나 과정의 충
실이 결과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 교육소외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교육소외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련한 성과평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내
의 성과평가 연구는 1회의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달성정도, 만족도, 대상자의 인식 등을 평가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때 등장한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과 우리 아이 희망 네트워크 사
업 평가 연구는 반복적인 자료 수집 형식을 취하였으나 비교집단이 없어 역사, 성숙, 반복검사,
도구사용의 변화, 통계적 회귀 등의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임진영 외(2009)의 연구는 비교집단을 활용하여 장학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시도하였지만, 이 또
한 내적타당도 저해요인 중 피험자 선발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경
향점수를 이용한 짝짓기 표집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교육소외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경향점수를 이용한 짝짓기 표집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가 가지고 있는 피험자 선발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소외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통제집단 전후검사 설계를 활용
한 국외의 연구(Hahn, Leavitt, & Aaron, 1994; Johnson, 1996; Tierny, & Grossman, 1995)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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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더라도 연구 결과의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구조방
정식의 원리를 활용하여 측정의 오차까지 통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내 교육소외 청소년 지
원사업의 평가 연구보다 신뢰로운 결과를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두 집단 간 잠재평균을 비교 분석한 결과,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은 사회성, 긍정적 태
도, 자신감, 진로성숙 등 4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Cohen의 효과 크기를 비교한
결과, 진로성숙과 자신감 영역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이 청
소년의 사회성, 긍정적 태도, 자신감, 진로성숙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
는 물질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의 결합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저소득 가구 청소년의 발
달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효과
는 멘토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로서 멘티의 학업증진, 자신감 향상, 미래에 대한
희망 고취 등을 제시하고 있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포함한다(박영순, 김계현, 2007; 이혜연, 조아
미, 박현선, 2005; Roberts, 2000). 특히 기존의 장학제도에 의해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일대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 조언과 정보제공 등이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성
장기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빈곤계층의 문제를 단순히 소
득의 부족이라는 차원을 넘어 사회의 주요 집단과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로 인해 정보와 자원
에 대한 접근 기회로부터의 소외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인 장학금만이
아니라 멘토링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저소득 계층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가 크다. 그 뿐만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장학금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인 자신의 꿈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진로
성숙도의 향상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명료해 지고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태도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멘
토링 장학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결여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시켜주고
능력개발의 기회를 확대해 줌으로써 물적 자원의 배분, 정보와 조언, 안내와 지도를 통한 사회
화의 기여 등 청소년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멘토링과 장학의 긍정
적 효과에 주목하여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확산 및 지원방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보건복지부 희망스타트
홍보․평가사업 지원단, 2008). 국내에서도 교육소외 아동 및 청소년의 인적자본 개발에 대한
투자 방법에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지역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주체의 지침에
의해 동일한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대상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나 시행효
율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김혜래, 임진영, 김정일, 2007). 이러한 국
가적 규모의 교육사업에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은 많은 시사를 줄 수 있다. 특히 교육복지투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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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주관 기관에서 하달된 프로그램 중 고교생에게 부적합한 것이 많았는
데(김혜래 외, 2007), 이 연구에서 효과가 확인된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다양한 구성요소는 이
사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구체적인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경향점수를 이용한 짝짓기 표집 방법으로 교육소외 청소년들의 개인역량
에 대한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교육격차 해소
를 위한 지원은 장학금만을 지원하거나 교육적 처방만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
해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은 장학금 지원과 교육적 처방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교육소외 청소
년 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이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으로서 효과
가 있음을 규명한 본 연구 결과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소외 청소년
지원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경향점수를 이
용한 짝짓기 표집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외변수 벡터를 통제할 수 있음을 보인 본 연구의 연구설계 방법은, 진실험설계가 쉽지 않은
교육소외 청소년 지원사업의 평가 연구의 모범적인 대안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자료의 대표성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장학재단의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연구자료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모든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
다. 향후 유사한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멘토링 적용 기간
에 따른 효과성의 변화 연구도 후속적으로 요구된다.
두 번째 한계점은, 비록 본 연구가 경향점수를 이용한 짝짓기 표집 방법으로 멘토링 장학 집
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함으로써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노력하였지
만 여전히 두 집단의 동일성을 완전히 확보하였다고는 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의 두 집단의
동질성은 경향점수 추정 과정에서 독립변수로 활용했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심리
적 지원, 문화자본, 동네영향 등 4가지 변수에 제한된다. 집단의 동질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
기 위해서는 무선배치가 포함된 진실험설계(true-experimental research design) 방법을 활용해
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엄격한 의미의 진실험설계를 대규모 사업에 적용
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교육소외 청소년들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
증하여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지만, 그 변화의 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수행
하지 못하였다. 특히,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은 장학금이라는 물질적 지원과 멘토링이라는 심리
적 지원을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 연구에서 발견한 긍정적 효
과들에 영향을 미친 물질적 지원의 효과와 심리적 지원의 효과를 구분하지 못하였고 개별적 지
원보다 얼마나 더 많은 상생효과를 가지고 왔는지 답하지 못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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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학비, 과외비, 학원비 등), 장학금 사용 목적(학습보충, 소질 개발 등), 멘토링의 특성
(멘토선정, 멘토와의 관계, 멘토링 횟수, 멘토링 방법, 멘토링 기간 등), 멘토의 특성(지적·정의
적·행동적 특성, 연령이나 성별 등 인구학적 변수) 등과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 효과의 상호작용
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를 통해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정밀한 분석이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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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mentoring scholarship program
through propensity scores
Im, Jin Young*
Lee, Bong Joo**
Hwang, Mae Hyang***
Kim, Jae Chul****
1)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mentoring
scholarship program, managed by a n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 This program does
not just offer a scholarship, further, it provides the mentoring services to improve students'
cognitive and social competences such as social ability, affirmative attitude, self confidence,
and career maturity. In addition, students are encouraged to aspire to learning and establish
positive life goals. In this study, we applied a posttest-only nonequivalent group design
for the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n four variables; social ability,
affirmative attitude, self confidence, and career maturity.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former group participated
in the mentoring scholarship program from 2007 to 2009. For the equivalence between two
groups, we employed a matched sampling method using propensity scores in order to
neutralize background variables. After controlling measurement error, we used latent mean
analysis to compare the means. The latent mean 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scholarship program is significant in all the target variables. Especially, career
maturity and self confidence ratings showed the most significant improvements among
the four variables. Finally, we suggested future research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other similar mentoring scholarship programs and the effectiveness through a
true-experimental design.
Key words : mentoring, scholarship program, educational alienation youth, social ability,
affirmative attitude, self confidence, career maturity, propensity score, latent
mea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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