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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멘토링을 효과적으로 진행

하기 위해 멘토링 슈퍼비전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취약계층 멘토링에 참여하

고 있는 중학생 144명과 일반 중학생 418명을 대상으로 개인내적 특성, 사회성, 진로, 학업의 4가지 영역에서 

잠재적 능력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멘토링 슈퍼비전 경험을 가진 상담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Kruger(1997)가 제시한 단계별 지침에 따라 실시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우선 취약계

층 멘티의 특성과 이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요구되는 멘토의 역량에 대해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멘토들을 성공적으로 지도하는데 필요한 슈퍼비전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취약계층 청소년

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자신감, 자기조절, 진로목표설정, 진로가치 건전성, 진로목표달성 효능감, 학습태도, 학업

적 효능감에 있어 유의하게 낮은 잠재력 수준을 보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취약계층 멘티의 특성으로 

자신감부족, 낮은 진로포부, 사회적 기본교육 부족, 비행의 위험 등의 네 범주가, 취약계층 멘티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멘토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멘티 특성의 이해, 신뢰감 형성, 다양한 교육 및 생활지도 기술 등의 세 

범주가 각각 도출되었다. 효과적인 슈퍼비전의 요소는 멘토 역량 강화와 멘토 지원의 두 범주로 구분되었고, 전

자는 멘티 이해 교육과 멘티 정보 제공, 신뢰할 만한 관계형성 및 경계설정 지도,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의 

세 가지 하위범주로, 후자는 격려 및 지지, 책임한계 설정의 두 가지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멘토

링과 상담영역에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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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급격한 신체변화와 함께 많은 발달과업을 갖지만, 이에 비해 인지․정서

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하면서 미성숙한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이 시기에는 심리적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가정에 속한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전반적인 성장 및 발달에 있어서 위험요인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심리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더 높다(Duncan & Brooks- Gunn,

1997).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르면 취약계층에는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

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멘토링 현장에서 주로 만나보게 되는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

정, 혹은 조손 가정을 취약계층으로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이 일반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생활 스트

레스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김희정, 2003), 자신감 결여, 우울 및 절망감, 행동문제, 또래와의 갈

등 등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배현옥, 2005). 또한, 이들은 다른 계층보다 학업성적 

부진, 무단결석, 약물사용, 폭력, 비행, 가출, 범죄 등의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이소임, 2002). Louden(1980)에 따르면 저소득층 청소년은 자존감 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나 교사, 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가 모두 낮은 것과 관계가 있었다(하현주, 박원모, 박명

숙, 천성문, 2008). 가정적으로 볼 때 부모가 생활고에 시달림으로 인해 이들 청소년에게는 건전

한 성인 역할의 부재가 발생하기 쉽다. 이들은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빈곤에서 

파생된 이차적 좌절과 상처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최근 급격한 이혼의 증가와 더불어 가정의 경제적 파탄이나 부모의 사망 및 정신적·신체적 

문제로 인해 부모의 양육 및 보호기능이 취약해지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배진희, 정정숙,

2009). 이로 인하여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한부모 가정 아동의 경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신의 가정에 대해 수치심이나 열등감을 갖기 쉽고 이는 또래관계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Allison & Furstenberg, 1989). 다른 연구에서도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자기존중감을 상실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남숙, 1993; 주소희, 1992). 조손 가정은 2세대 부모의 양육기능이 상실되거나 손상됨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게 되는 가정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경제적·신체적으로 

의존성이 높은 노인과 아동 및 청소년으로 가구가 구성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조손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은 우울이 높고(신은정, 2004; 성지혜,

2001), 자기존중감이 낮았다(박옥임, 2006; Simons & Chao, 1996). 이들은 부모부재 가정이라는 

이유로 또래들에게 놀림이나 비웃음을 받아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낮은 인지적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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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자기존중감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최혜경, 김혜미, 2007).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 청소

년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멘토링의 유용성이 여러 연구에서 

검토되고 있다(고홍월, 이자명, 2010; 김수임 외, 2012; 김희연, 기영화, 김남숙, 임지영, 2011; 박

경민, 2008; 배진형, 안정선, 방진희, 2014; 진윤희, 2012). 멘토링이란 멘토와 멘티가 친밀한 관계

를 바탕으로 멘토가 멘티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가르치며 상담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성장과 지도에 효과적인 방법이다(Karcher, Nakkula, & Harris, 2005). 이러한 멘토링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역할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실제 청소

년들의 학업성취, 자아의식, 사회적 행동 및 대인관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왔다(DuBois, & Neville, 1997; Grossman & Tierney, 1998). 멘토링 활동에서 멘토는 권위

자나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멘티인 청소년과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

해서 이들에게 건전한 역할모델이 되고 정서적인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최경

일, 2008).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이 이루어질 때, 멘토링은 상대적으

로 사회적 경험이 많으면서 타인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멘토와의 관계를 

통해 위험요인이 많은 멘티를 강화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이현아, 2004).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은 여러 연구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윤희 등(2012)에 따르면 멘토링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여중생의 스트레스 수준을 유의미하게 

낮추었고, 백인혜와 오인수(2012)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희망과 탄력성, 성

취목표지향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멘토링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이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민,

2008; 방진희, 2005; 최수정, 2012). 최경일(2008)에 의하면, 멘토링에 참여한 한부모 가정의 고등

학생들은 학업을 열심히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태도, 또래를 비롯

한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전반적인 향상을 보였다. 또한, 멘토링 기법을 

활용한 상담접근은 빈곤 조손가정 학생의 부적응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요안나, 2010).

이와 같이 멘토링이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돕는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취약계층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위험요인

과 함께 멘토와 멘티의 관계 그 자체가 멘토링 프로그램의 핵심요소인 점(Grossman & Tierney,

1998)을 고려할 때, 멘토링에서 멘토들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역량이 

요구된다. 멘토링에서는 멘티가 단지 지식전달을 할 뿐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 긍정적인 성인에 

대한 모델링, 다양한 경험의 제공(김영순, 김금희, 2012) 등을 통해 사회생활 및 심리․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비전문가인 대학생이나 일반인 멘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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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열정과 멘티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떠한 점에 

초점을 두고 지도하며 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칫 

마음과 달리 멘티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멘토 자신도 좌절하기 쉽다(김수

임 외, 2012).

이는 멘토에 대한 슈퍼비전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슈퍼비전이란 사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특정한 활동 및 과업을 감독하면서 그것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는 것’을 뜻한다(Soukhanov, 2001). 슈퍼바이저는 지지자, 교사, 자문가, 상담자, 조언자, 멘토로

서의 역할을 한다(Haynes, Corey, & Moulton, 2006). 이는 멘토에 대한 슈퍼비전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슈퍼비전이란 사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특정한 활동 및 과업을 감독

하면서 그것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Soukhanov, 2001). 슈퍼비전

에 대한 개념 및 모형화는 상담심리학에서 오래전부터 임상 실제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상담심리학에서의 슈퍼비전은 수련생에 대한 교육과 함께 수련생에게 상담을 받는 내담자의 복

지가 다루어져 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교육법이라 할 수 있다(Bernard & Goodyear, 2008).

즉, 슈퍼비전의 주요 목적은 수련생의 교육적 발달을 촉진하고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이를 취약계층 청소년 멘토링 슈퍼비전에 그대로 적용하면, 슈퍼비전의 목적을 멘토의 교

육적 성장과 멘티의 복지 증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멘토링 슈퍼비전은 멘토에게 개입 방안에 대한 도움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멘토들은 또래 멘토 

혹은 슈퍼바이저와의 슈퍼비전이나 대화를 통해 격려를 얻으며, 이러한 지원과 조언, 안내를 받

을 수 있다는 사실은 멘토에게 안심하고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준다(Weiler, Zimmerman,

Haddock, & Krafchick, 2014). 한편, 효과적인 멘토링 활동을 위한 방안으로 김예성과 배정현

(2007)은 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슈퍼비전의 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

조하였으며, 천정웅(2014) 또한 국내외 주요 문헌분석을 통한 연구에서 청소년 멘토링을 활성화

하기 위해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멘토의 충원, 연수와 지지, 그리고 슈퍼비전을 꼽았다. 그러나 

이러한 멘토링 슈퍼비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멘토링 활동에 대한 슈퍼비전은 연구와 실제 

모두에서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김영순, 김금희, 2012).

상담분야에서는 슈퍼비전의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여러 서로 다른 슈퍼비전 모형이 제

시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해결중심 모형’(Molnar & Shazer, 1987), ‘통합적 발달 모

형’(Stoltenberg, 1981)’, ‘사회적 역할 모형’(Bernard, 1997; Hawkins & Shohet, 1989)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슈퍼비전 모형에서 주로 강조되는 내용들로는 ‘내담자 특성에 대한 자각’, ‘개입기

술 능력 함양’, ‘슈퍼바이지에 대한 지지와 확신 제공’이 있다. 이러한 요소는 교육 슈퍼비전 이

론인 ‘맥락적 슈퍼비전 모형’(contextual supervision model)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다. 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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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대상으로 한 맥락적 슈퍼비전 모형에 따르면, 슈퍼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슈퍼바

이지의 수행 역량’과 ‘슈퍼바이지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지지와 격려’이다(Ralph, 2002). 따라서 

취약계층 청소년 멘토링 슈퍼비전의 필수 요소를 탐색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두 요소가 중점

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두 요소를 바탕으로 상담과 멘토링 슈퍼비전 

경험을 동시에 갖춘 멘토링 슈퍼바이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멘토링 슈퍼비전의 필수 요소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슈퍼비전 과정에서 슈퍼바이저가 제공

하는 상담과정의 핵심에 대한 설명과 직접적인 시연 등을 통해 교육받은 상담자는 실제 상담과

정에서 이를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Holloway, 1995). 이러한 과정은 멘토링에서 요구

되는 슈퍼비전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상담자들이 취약계층 청소년 멘토링에 대한 효

과적인 슈퍼비전을 하는 데 있어 여러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상담이 적용될 수 있는 폭넓은 

영역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상담자로서 멘토링 슈퍼비전 경험이 풍부한 슈퍼바이저들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멘토링 슈퍼비전을 활성화하는데 촉진적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멘토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귀중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멘토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취약계층 청소년 멘티

의 특성을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다면적 성장 잠재력 검사’(김창대 외, 2011)를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취약계층 멘티의 특성은 멘토링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데 있어 

멘토 뿐 아니라 슈퍼바이저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특성을 밝힌 기존 연구들은 가출, 비행행동, 우울 등 이들의 특성을 ‘문제’ 혹은 ‘병

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접근이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이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멘토링의 취지 측면에서

는 보다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취약계층 멘티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적 요소의 ‘보유’보다는 성장에 필요한 요소 중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하는 필요

한 성장 요인의 탐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멘토링에 지원한 취약계층 멘티들을 다양한 성장 잠재력 요소와 

관련하여 일반학생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대상 청소년 멘토링 슈퍼비전 경험이 있는 

상담 전문가들을 포커스 그룹으로 구성하여 취약계층 멘티의 특성에 대해 확인하였고, 실제 슈

퍼비전에서는 멘티가 아닌 멘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멘티의 특성에 비추어 멘토

링 활동에 요구되는 멘토의 역량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사회적

으로 취약한 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에서 효과적으로 슈퍼비전이 운영되기 위해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탐색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1과 연구 2로 두 연구를 한 것은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효과적인 멘토링 슈퍼비전의 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멘토링 슈퍼바이저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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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멘토링 슈퍼바이저들이 멘토들과의 만남을 통해 멘티에 대해 간접적

으로 이해하는 면을 연구 1을 통해 취약계층 멘티의 특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멘토

링 슈퍼바이저들의 인터뷰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실제 취약계층 청소

년들이 자신의 특성으로 지각하는 특성과 전문가들이 보는 특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다 폭넓

은 관점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을 이해하고, 다양한 접근에서 개입의 방법을 고민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취약계층 멘티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취약계층 멘티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멘토의 역량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취약계층 멘티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에 효과적인 슈퍼비전의 요소는 무엇인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1

1) 연구대상

개인내적 특성, 사회성, 진로, 학업 등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취약계층 중학생과 일반 중학

생 간의 발달 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생 멘티 152명과 일반 중학생 430명에게 설문지

를 실시하였다. 멘티는 2012년 2학기와 2013년 1학기 서울 소재 A 대학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한 중학생들로 이들은 소속 학교에서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집에서 자발적 혹은 

교사의 권유에 의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이다. 멘티에 대한 설문은 멘토링 시작 이전에 실시하

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하고 총 562부(멘토링 참여 중학생 144명,

일반 중학생 41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일반 중학생의 경우 동일한 시기에 서울 소재 

10개 중학교에서 설문을 실시하여 편의표집 방법으로 모집되었다. 일반 학생 중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62명 중 남학생이 320명,

여학생이 242명이었으며, 학년 분포는 1학년 219명(39.0%), 2학년 187명(33.3%), 3학년 156명

(27.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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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다면적 성장잠재력 검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필요한 잠재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

청(2011)이 개발한 ‘다면적 성장잠재력 검사(Multiphasic Developmental Potential Inventory;

MDPI)’를 사용하였다. MDPI는 ‘개인내적 특성’ ‘사회성’ ‘진로’ ‘학업’ 등의 4가지 영역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측정하며 총 10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진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내적 특성 영역은 ‘자신감’, ‘성실성’, ‘자기조절 능력’, ‘도전정신’ 하위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성 영역은 ‘타인이해’ ‘타인과 관계 맺기’ ‘사회적 주

도성’의  하위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로 영역은 ‘진로목표

설정’ ‘진로목표달성 효능감’ ‘진로가치 건전성’ ‘진로목표 실현행동’의 하위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업 영역은 ‘긍정적 학습태도’ ‘인지/초인지 전략’ ‘학업

동기’ ‘학업적 효능감’ 의 하위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문항으로 되어있다. MDPI는 문항

내 다차원성을 가정하여 통계적으로 교차부하(cross loading)를 허용하여 개발되었기에 어떤 문

항들은 둘 이상의 하위구인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각 영역에 대한 문항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개인내적 특성 .79, 사회성 .84, 진로 .83, 학업 .90이었다.

3) 자료분석

다면적 성장잠재력 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Mplus 7.0을 사용하여 잠재계층모형(latent class

model)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하위구인에서 멘티 학생들과 일반학생들 사이에 나타나는 성장

잠재력의 차이를 단순히 양적인 면에서가 아닌 질적인 면에서 비교하고자 제약적 잠재계층모형

(restricted latent class model)인 인지진단모형(cognitive diagnosis model)을 적용하였다. 잠재

계층모형에서 반응변인이 이분변인(dichotomous variable)인 경우 피검자 이 의 반응패턴을 

보일 확률은 근본방정식(fundamental equation)이라 불리는 수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수식 1)

수식 1에서 는 잠재계층 (    ⋯ )에 속한 사람들의 비율(prevalence)이며, 는 잠

재계층 에 속한 피검자 이 번째 문항에 긍정응답을 할 조건부 확률이다. 인지진단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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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부모형으로 나뉘는데, C-RUM(compensatory

reparameterized unified model)의 경우 는 수식 2와 같이 정의된다.

      
 exp  



   

exp  


   

(수식 2)

인지진단 모형에서 각 하위구인에 대한 진단은 ‘높음’과 ‘낮음’ 혹은 ‘습득’과 ‘미습득’과 같이 

이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능한 잠재계층 수는 탐색적인 방식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위구인 수가 A개인 경우 2A로 사전에 정해지게 된다. 수식 2에서 는 문항 j가 

하위구인 k를 측정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며, 는 잠재계층 c에 속한 피검자들이 하위구

인 k에 대해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는 잠재계층 

c에 속한 피검자들이 문항 j가 측정하는 모든 하위구인에 대해 ‘낮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의 j 문항에 대한 로짓을 나타내며, 잠재계층 c에 속한 피검자들이 문항 j가 측정하는 하위구인 

k에 대해 ‘높은 능력’을 보유하면 로짓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만큼 높아지는 것으

로 가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C-RUM모형을 적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성장잠재력을 분

석하였다.

4) 연구결과

취약계층 중학생들과 일반 중학생들 간의 성장 잠재력을 인지진단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개인내적 특성의 경우 하위구인의 수가 4개이므로 가능한 잠재계층 수는 24=16개이다. 각 잠재

집단에 속할 사전확률(latent class size: )과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각 하위구인에 대한 '높은 

잠재력' 보유확률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멘토링에 지원한 중학생들의 경우 모든 하위

구인에 있어 낮은 잠재력을 가진 잠재계층에 속한 학생들의 비율이 12.5%로 일반학생들의 6.7%

에 비하여 거의 2배 정도 높게 추정되었다. 2개 이상의 하위구인에 대해 낮은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들의 비율의 경우, 멘토링 지원한 학생들이 54.9%로 일반 학생들의 46.1%

에 비하여 13.8%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외곽확률)을 각 

하위구인 별로 살펴보아도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

며, 그 중에서도 자신감과 자기조절에 대한 확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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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계층 자신감 성실성 자기조절 도전정신 (멘토링) (일반)

1 0 0 0 0 12.5 6.7

2 0 0 0 1 9.0 8.9

3 0 0 1 0 2.1 .5

4 0 0 1 1 1.4 .5

5 0 1 0 0 6.9 8.9

6 0 1 0 1 14.6 12.0

7 0 1 1 0 0 .5

8 0 1 1 1 4.2 2.6

9 1 0 0 0 3.5 1.2

10 1 0 0 1 2.1 1.2

11 1 0 1 0 2.8 5.7

12 1 0 1 1 4.9 7.9

13 1 1 0 0 0 0

14 1 1 0 1 0 0

15 1 1 1 0 10.4 10.0

16 1 1 1 1 25.7 33.5

외곽확률(멘토링) 49.4 61.8 51.5 61.9

외곽확률(일반) 59.5 66.5 61.2 66.6

외곽확률차이 (z값) 2.11* 1.02 2.04* 1.02

<표 1> 개인내적 특성 하위구인에 대한 잠재계층 프로파일 비율(%)

사회성의 경우 관련 하위구인이 3개이므로 가능한 잠재계층 수는 23=8개이다. 사회성 영역에 

대한 각 잠재계층에 대한 비율 및 외곽확률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멘토링에 지원한 학생들

이 세 가지 사회성 하위구인 모두에 있어 낮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일반학생에 비하여 

6.2%로 더 낮았으며, 모든 하위구인에 있어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확률은 일반

학생에 비하여 3.1% 더 높았다. 각 하위구인에 대한 높은 잠재력 보유 확률의 경우 멘토링에 

지원한 학생들이 일반학생에 비하여 모든 하위구인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이러한 결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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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계층 타인이해 관계맺기 사회적 주도성 vc(멘토링) vc(일반)

1 0 0 0 14.6 20.8

2 0 0 1 11.8 11.0

3 0 1 0 6.9 8.9

4 0 1 1 6.3 5.0

5 1 0 0 4.9 3.3

6 1 0 1 0 0

7 1 1 0 11.8 10.3

8 1 1 1 43.8 40.7

외곽확률(멘토링) 60.5 68.8 61.9

외곽확률(일반) 54.3 64.9 56.7

외곽확률차이 (z값) -1.29 -.813 -1.08

<표 2> 사회성 하위구인에 대한 잠재계층 프로파일 비율(%)

다음으로 진로영역의 경우 관련 하위구인이 4개이므로 가능한 잠재계층 수는 24=16개이다.

각 잠재계층에 대한 비율 및 외곽확률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진로 하위구인에 있어 

낮은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들의 비율은 멘토링 지원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유사한 수치를 보였으나, 모든 진로 하위구인에 있어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학생들의 비율은 멘

토링 지원한 학생들의 경우 16.7 %로 일반 학생들의 28.5%에 비하여 상당히 낮았다. 특기할만한 

결과로 진로목표설정, 진로가치 건전성, 진로목표달성 효능감에 대해서는 낮은 잠재력을 가졌으

나 진로목표 실현행동에 대해서만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학생들의 비율이 멘토링에 지원한 학

생들의 경우 31.9%로 일반 중학생의 10.3%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멘토링에 지원한 학생들이 진로목표 실현행동에 대해 높은 잠재력을 보유할 확률이 일반학

생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더 높은 것과 관련 있다(p < .01). 하지만 멘토링에 지원한 학생들이 다

른 진로 하위구인인 진로목표설정, 진로가치 건전성, 진로목표달성 효능감에 대해서 높은 잠재

력을 보유할 확률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더 낮았다(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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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집단
진로목표

설정

진로가치 

건전성

진로목표

달성효능감

진로목표

실현행동
vc(멘토링) vc(일반)

1 0 0 0 0 12.5 12.4

2 0 0 0 1 31.9 10.3

3 0 0 1 0 0 1.7

4 0 0 1 1 0 0

5 0 1 0 0 16.0 20.8

6 0 1 0 1 2.1 1.7

7 0 1 1 0 2.8 3.3

8 0 1 1 1 1.4 .5

9 1 0 0 0 2.9 3.3

10 1 0 0 1 3.5 2.6

11 1 0 1 0 0 0

12 1 0 1 1 4.9 5.0

13 1 1 0 0 0 3.1

14 1 1 0 1 5.6 3.6

15 1 1 1 0 0 3.1

16 1 1 1 1 16.7 28.5

외곽확률(멘토링) 33.6 44.6 25.8 66.1

외곽확률(일반) 49.2 64.6 42.1 52.2

외곽확률차이 (z값) 3.25** 4.21** 3.48** -2.90**

<표 3> 진로 하위구인에 대한 잠재집단 프로파일 비율(%)

학업의 경우 관련 하위구인의 수가 4개이므로 가능한 잠재계층 수는 24=16개이다. 각 잠재계

층에 대한 비율 및 외곽확률을 <표 4>에 제시하였다. 멘토링에 지원한 학생의 경우 모든 학업 

하위영역에서 낮은 잠재력을 보유한 잠재계층에 속할 비율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6.4% 더 높

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모든 학업 하위구인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잠재계층에 대한 비

율에 대해서는 멘토링에 지원한 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4.3%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이상의 학업 하위구인에 대해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학생들의 비율은 멘토링에 지원한 학생

들의 경우 36.2%로 일반학생들의 45.4%에 비하여 9.2%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들을 통해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학업 하위구인에 있어 

낮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하위구인에 대한 비교 결과를 보

면 멘토링에 지원한 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학습태도와 학업적 효능감에서 높은 잠재력

을 보유할 확률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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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집단 학습태도
인지/초인지 

전략
학업동기

학업적 

효능감
vc(멘토링) vc(일반)

1 0 0 0 0 30.6 24.2

2 0 0 0 1 .7 1.7

3 0 0 1 0 3.5 2.6

4 0 0 1 1 5.6 7.2

5 0 1 0 0 0 .5

6 0 1 0 1 4.2 4.3

7 0 1 1 0 5.6 3.1

8 0 1 1 1 3.5 4.1

9 1 0 0 0 2.1 1.4

10 1 0 0 1 .7 3.3

11 1 0 1 0 3.5 .7

12 1 0 1 1 0 4.1

13 1 1 0 0 3.5 5.5

14 1 1 0 1 0 1.4

15 1 1 1 0 1.4 .2

16 1 1 1 1 31.3 35.6

외곽확률(멘토링) 42.5 49.5 54.4 46.0

외곽확률(일반) 52.2 54.7 57.6 61.7

외곽확률차이(z값) 2.01* 1.08 .66 3.28**

<표 4> 학업 하위구인에 대한 잠재집단 프로파일 비율(%)

2. 연구2

1) 연구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는 총 7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학교상담 혹은 청소년상담과 관련

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멘토링 슈퍼바이저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학위 취득자이다.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주요 인적사항

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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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나이 상담경력 멘토링 운영 및 슈퍼바이저 경력

A 41 11년 10개월 2년 6개월

B 40 10년 6개월 2년 6개월

C 38 10년 2년

D 37 10년 1년 6개월

E 35 10년 3년

F 34 7년 1년

G 33 7년 6개월 1년 5개월

<표 5>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주요 인적사항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Kruger(1997)가 제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단계별 지침에 따라 연구 시작 단계,

포커스 인터뷰 도중 단계, 포커스 인터뷰 직후 단계, 포커스 인터뷰 종료 단계로 이루어졌다. 구

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시작 단계 

연구 시작 단계에서는 연구목적을 구체화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연

구목적을 바탕으로 관련 문헌들을 조사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반구조화 질문지를 작성

한 후, 교육학 전공 교수 1인과 멘토링 슈퍼바이저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 2인의 검토를 통해 

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질문지 내용을 크게 멘티 관련, 멘토 관련, 슈퍼비전 

혹은 교육 관련 사항의 3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주요 인터뷰 질문들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멘티와 관련한 문항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특성이 무엇이며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멘토링 구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다. 멘토와 관련한 문항은 앞서 나온 멘티들의 특성을 근거로 멘토들이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주

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멘토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멘토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 멘토는 본 연구의 대상인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대학생 멘토가 주로 해당되지만 특별히 제한을 두지는 않았

다. 마지막으로 슈퍼비전 관련 문항은 취약계층 멘티들의 특성과 멘토의 역량을 바탕으로 멘토

링에서 요구되는 슈퍼비전의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2) 포커스 인터뷰 도중 단계

포커스 인터뷰는 2013년 6월에 서울 소재 A대학 근처의 회의실에서 모든 연구진과 모든 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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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인터뷰 대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의 사전동의 후 인터뷰 내용을 녹음

하는 동시에 주요내용을 기록하였다. 사회자인 연구자가 인터뷰 참가자들에게 인터뷰 목적을 설

명하고, 인터뷰 진행 주제에 대해 간략한 안내를 한 후 핵심 질문지 양식을 제공하였다.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사회자인 연구자는 인터뷰의 내용을 듣고 요약, 확인하였으며 보조 진행자는 그 

내용을 모두 기록하였다. 인터뷰는 총 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3) 포커스 인터뷰 직후 단계

포커스 인터뷰 직후 단계에서는 인터뷰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인터뷰 참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인터뷰 내용이 사전 예상과 얼마나 부합하고 어떠한 차

이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특히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참여자 들 중에서 주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4) 포커스 인터뷰 종료 단계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 종료 단계에서는 녹음내용을 전사하고, 전사한 내용과 기록내용을 비

교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을 분석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였다.

인터뷰 문항

멘티 관련 1. 취약계층 멘티들이 가지는 특성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멘토 관련 
2. 취약계층 멘티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멘토링에 필요한 멘토의 역량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슈퍼비전

관련 

3. 멘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슈퍼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취약계층 멘토링을 위해 필요한 멘토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떤 슈퍼비전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6>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3) 자료분석

연구자 3인은 인터뷰 전사내용을 여러 번 읽고, 전사내용을 바탕으로 개념을 범주화하였다.

이들 연구자는 교육상담전공 박사들로 각각 1년 이상의 멘토링 슈퍼비전이 있으며, 이 중 두 명

은 1년 이상의 멘토링 운영팀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연구자가 원문 자료로부터 개념을 범

주화하고 코드를 만드는 주제별 코딩방법(김영천, 2006; 고영숙, 김은경, 2008)을 적용한 것이다.

연구자 3인이 코딩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전사 자료를 토대로 핵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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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코딩작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한 자료에서 얻은 코드와 다른 자료에서 얻은 코드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새로 발견된 코드를 개발하는 과정은 모든 연구자의 의견이 합치될 때까지 진행되었

다. 또한 모든 코딩이 끝난 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또한 범주화

된 의미들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범주들을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코딩에 대한 

범주화는 각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한 후,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여 공통된 의견을 수합하고,

의견이 다른 경우 의견 일치를 보일 때까지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쳤다.

4) 연구결과

포커스 인터뷰 결과 멘티의 특성은 자신감 부족, 낮은 진로포부, 사회적 기본교육 부족, 비행

의 위험 범주로 나타났고, 멘티의 특성에 기반하여 멘토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멘티 특성의 이해,

신뢰감 형성, 다양한 교육 및 생활지도 기술 등의 세 범주로 요약되었다. 마지막으로 멘티의 특

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멘토링 슈퍼비전의 요소는 먼저 멘토 역량 강화와 멘토 지원의 두 가

지 상위범주로 구분되었다. 멘토 역량 강화 슈퍼비전은 멘티 이해 교육과 멘티 정보제공, 신뢰할 

만한 관계형성 및 경계설정의 지도,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제공 등의 세 가지 하위범주로, 멘토 

지원 슈퍼비전은 각각 격려 및 지지, 책임 한계 설정 등의 두 가지 하위범주로 정리되었다. 이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연구주제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취약계층 멘티의 특성 

자신감 부족 

낮은 진로 포부 

사회적 기본 교육 부족

비행의 위험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 

멘토에게 필요한 역량

멘티 특성의 이해 

신뢰감 형성 

다양한 교육 및 생활지도 기술 

효과적인 

멘토링 슈퍼비전의 요소

멘토 역량 강화 

멘티 이해 교육과 멘티 정보제공 

신뢰할 만한 관계형성 및 경계설정 지도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제공

멘토 지원
격려 및 지지 

책임 한계 설정 

<표 7> 주제에 따른 범주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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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계층 멘티의 특성

① 자신감 부족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멘티의 자신감 부족이 주요 범주로 나타났다.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

자들은 멘티들의 자신감 부족을 공통적으로 먼저 언급하였고, 이러한 자신감 부족 문제는 학업 

장면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는 공통의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 

B는 멘티의 자신감 부족이 일상생활에서 무기력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가 멘토링 활동에도 이어져 효과적인 멘토링에 방해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취약계층 멘티 아이들의 경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참 많은 거 같아요. 사실 멘토

링 해도 자발적인 거 보다는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멘토들이 의지를 가지고 가는데 

멘티들은 빠지거나 무기력하고 하기 싫어하고 이런 경우에는 멘토들 동기도 낮아지고... 이런 경우

는 참 멘토도 어렵고, 슈퍼비전을 하기도 어렵죠.” (참여자 B)

“아이들 멘토링을 해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아이들이 말도 별도 없고, 무엇보다도 

처음에 많이 위축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신 있게 잘 한다고 하는 부분도 없고 학교에서

도 가정에서도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생활하는 모습에 멘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

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여자 D)

② 낮은 진로 포부 

취약계층 멘티의 특성으로 낮은 진로 포부가 두 번째 범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취약

계층 멘티들의 자신감 부족이 진로 포부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참여자 C는 

자신감이 낮은 아이들은 마음껏 미래 직업을 꿈꾸지 못하고, 실제 원하는 직업보다 낮은 성취 

수준의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자 F는 멘티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거나 

관련된 목표를 잘 설정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우선은 본인이 공부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해봤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경험 자체가 없고... 진로 관련 활동을 해보려고 해도 애들한테 나오는 반응 자체가 빈

약한 거죠. 그리고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진로에도 관심이 없어지죠. 내가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다

거나 하는 생각 자체를 할 기회 자체도 별로 없고...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는 자기 주변 친구들이 좋

다고 하는 정도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거나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하는 기회가 없어

요. 그래서 멘토들이 진로 관련 활동을 하려고 해도 더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참여자 F)

③ 사회적 기본 교육 부족 

대인관계에서의 예절, 기본적인 사회생활에서의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할 수 있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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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취약계층 멘티의 또 다른 특성 범주로 나타났다. 참여자 A, D, E는 슈퍼비전 시 멘티가 

멘토에 대해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멘토들이 종종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된다고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다.

“부모님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교육들 예를 들어 웃어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화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부분에서도 기본적인 교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조

손 가정 같은 경우 세대차이가 많이 나니까,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는지 등과 같은 교육 등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참여자 E)

④ 비행의 위험 

취약계층 멘티의 특성으로 마지막 범주는 비행의 위험으로 요약되었다. 참여자들은 취약계층 

멘티가 일반적으로 비행을 저지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비행의 위험요인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 B와 G는 취약계층 멘티들이 자신감, 부모지지, 학

업 성취 등의 보호요인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아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일반 학생

들에 비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여자 F는 학교 폭력, 절도, 약물중독 등의 문제가 단순

히 학교 적응이나 심리적 문제 뿐 아니라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학교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억에 남는 사례는.. 담당했던 멘티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선배들이 얘를 불량서클 데려가려고 

계속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감독을 하고, 어느 선에서 

컷을 하는데 얘는 조손 가정이었어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아무래도 선배들이 계속 잘해 주고 하

니까 그걸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위험요소들... 비행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더욱 취약한 거 같고,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험

요인은 높은데 보호요인은 낮은 부분이 문제가 되죠.” (참여자 B)

“취약계층 아이들은 경제적인 것인 것 뿐 아니라, 훨씬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가정 폭력 문제도 그렇고 학교 폭력 같은 문제들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심각하게 

되는 경우는 수적으로 보면 소수지만 파급력을 생각하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참여자 F)

(2)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 멘토에게 필요한 역량

① 멘티 특성의 이해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 멘토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는 우선 멘티의 특성

에 대한 이해가 꼽혔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멘티의 특성

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개진하였다. 참여자 A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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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멘티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각 멘티가 가지고 있는 고유

한 특성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멘토들이 멘티 한명 한명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고 가면, 훨씬 빨리 멘토링을 어떻게 할지 방향

을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담당한 멘티 한명 한명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멘토링

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 같고, 이걸 위해서는 멘티 각자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 

멘티의 특성을 먼저 잘 파악하는 멘토들이 보다 성공적인 멘토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요.” (참여자 A)

“우선 멘토들이 멘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고 그것을 파악하는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취약계층 멘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예를 들어 취약계층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다, 칭찬

을 많이 받지 않고 자라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멘토들

이 정작 잘 모르고 있어요.” (참여자 C)

② 신뢰감 형성

두 번째 범주는 신뢰감 형성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청소년들의 특성상 상대방에게 느끼

는 신뢰의 정도에 따라 마음을 개방하고, 신뢰 형성에 따라 관계의 유지가 결정되는 등 관계에서 

신뢰의 역할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다. 참여자 D는 취약계층의 청소년들

은 부모, 교사 등의 관계에서 믿을 만한 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취약계층인 멘티

와의 관계 형성과 이들의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멘토가 신뢰를 주는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여자 E는 학업 성취가 낮은 멘티의 경우 학교와 가정에서 지지와 

칭찬의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멘토링에서 멘티의 생각이나 감정, 기분 등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는 심리적 지지가 신뢰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멘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사실 멘티들도 멘토들에게 엄청난 것을 기대하기 보

다는 심리적인 지지 등의 수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연구들에서도 비행에 안 빠지는 게 누

군가의 신뢰와 지지가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멘토가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위험에 빠지려는 상황에 오면 그것을 멘토에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멘토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D)

③ 다양한 교육 및 생활지도 기술

멘토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마지막 범주는 다양한 교육 및 생활지도 기술로 나타났다. 참여자 

C가 멘토링 슈퍼비전에서 멘토들이 호소하는 가장 많은 어려움 중 하나는 멘토링에 있어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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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보다 다양한 생활에서 멘티들이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지도

할 것인가라고 언급하자 다른 참여자들 대부분이 동일한 경험을 보고하였다. 보고된 사례로는 

멘토에 대한 멘티의 버릇없는 행동, 멘토링 시간에 멘티들끼리 다투는 행동, 멘티가 멘토링 시간

에 욱 하며 밖으로 나가는 행동 등 다양하였다. 참여자 G는 실제 멘토링에서 학업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생활지도가 요구되고, 각 상황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역할

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고등학생 이상이면 학습이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중학생 이하이면 학습 뿐 아니라 사회성, 인성 

같은 부분에도 중요성을 두는 게 필요해요. 멘토의 역할이 훨씬 커지는 거죠. 기본적인 생활 기술이

나 사회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교육 등은 거의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멘토

들이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학습 외의 것들에도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참여자 G)

(3) 효과적인 멘토링 슈퍼비전의 요소

① 멘토 역량 강화

ⅰ.멘티 이해 교육과 멘티 정보 제공 

멘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멘토링 슈퍼비전 요소로서 첫 번째 하위범주는 멘티에 대한 이

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과 멘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묶였다. 이는 앞서 취약계층 

멘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멘토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된다. 참여자 D는 취

약계층 멘티를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가 멘티와 다른 성장 배경과 자원을 가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서는 멘토가 멘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공부도 잘했고 환경이 어렵지 않았던 멘토들은 멘티들과 생활한 환경이나 어려움이 너무 

다르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가치관 충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실업계 고등학교 

애들을 인문계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직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가치관 등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수용하고 갈등을 덜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D)

“예를 들어, 멘토링 초반에 멘티들이 각자 어떤 특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그

것을 멘토들에게 제공한다던지 하는 부분에 대한 개입은 미리 이루어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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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뢰할 만한 관계형성 및 경계설정 지도 

멘토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슈퍼비전의 요소로서 두 번째 하위범주는 멘토가 멘티와 신뢰

할 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관계에서 경계를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지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토와 멘티의 대인관계에 기

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서는 멘토가 멘티와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형성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참여자 A와 C는 신뢰감 형성을 도울 때 

존중과 이해 뿐 아니라 적절한 구조화를 통해 멘티와의 관계에서 경계를 잘 설정하는 것도 신뢰

감 형성에 필요한 역량인 점을 언급하였다.

“멘티들이 멘토링 끝나고 좋았다고 보고 하는 것들에는 멘토와의 관계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멘티들이 소외감이나 불안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는 부분들이나 의사소통 

방법이 긍정적으로 바뀌거나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멘토링에 있어서 멘토들이 어떻게 의사소

통 하는가, 그리고 멘티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같은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치 또래 상담자의 역할을 하듯이 멘토들이 멘티에게 교사이자 친구이자 상담자 같은 역

할도 하게 되는 거죠.” (참여자 B)

“학교에 멘토가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학교에도 

알리고, 또한 이는 멘토와 멘티 교육에도 모두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멘토-멘티간의 구조화인거죠.

특히 멘토-멘티 관계에서 초기에 멘티와 멘티가 서로 기대하는 바를 나누고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구조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A)

“상담 초기 구조화 하는 것처럼, 멘토링 시작 시에 확실하고 분명한 구조화 지침이 제공될 필요

는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멘토링 시간에서 지켜야 할 것, 해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등의 한계가 분

명하게 시작하는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참여자 C)

ⅲ.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제공 

멘토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슈퍼비전 요소의 마지막 세 번째 하위범주는 다양한 교육 콘텐

츠의 제공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 D는 취약계층 멘티에게 학습 지도 뿐 아니라 

진로 및 진학지도, 생활지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여자 E와 G는 실제 많은 멘토들이 학습 외 진로와 인성 등 다양한 면에서 멘티를 

돕기 원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경험을 보고하며,

슈퍼비전에서 이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멘토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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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중학생들은 실업고 등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 그에 대한 가이드나 정보가 없

으니까, 그에 대해서 멘토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체능이나 실업 등과 관련된 진학 정보는 아예 모르니까 더 혼란스러워하고, 또 본인이 모

른다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이럴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다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함께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들도 함께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D)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멘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대한 것이나 그 필요성을 좀 알

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도, 공부 동기 체크리스트나 요즘 아이들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인터넷 중독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활용하기 좋고 쉽게 쓸 수 있는 대화전략도 알려주

면 좋아해요” (참여자 E)

“멘토들이 진로 같은 것을 다루고 싶어 하는 마음은 큰데, 다루고 싶어도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

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 방법들을 슈퍼비전에서 교육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

어 전 학기에 진로교육 워크숍을 했는데, 멘토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진로 카드 같이 활용할 수 있

는 도구들도 많이 빌려가고. 진로 가치관 경매 같은 활동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G)

② 멘토 지원

ⅰ. 격려 및 지지 

멘토 지원을 위한 슈퍼비전의 요소로서 격려 및 지지가 주요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참여자 

F는 멘토들이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생각과 달리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따르지 않는 멘티

를 보면서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효과

적인 멘토링을 위해서는 멘토가 멘티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이나 역량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멘토 자신이 힘을 잃지 않고 멘토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멘토를 지원하는 것이 실제 

슈퍼비전에서 많이 요구된다고 보고하였다.

“취약계층 멘티들은 그 특성상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멘티의 이

런 무기력함이 자칫 멘토에게는 거절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는 멘토는 쉽게 좌절

하고 소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슈퍼비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멘토

들이 좌절하거나 심리적으로 소진하지 않도록 돕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참여자 F)

ⅱ. 책임 한계 설정

멘토 지원을 위한 슈퍼비전 요소의 두 번째 하위범주는 책임한계 설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C는 멘토들이 취약계층 청소년이 가진 어려운 상황들을 보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기력감을 경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러할 때 멘토가 불필요한 자책감을 갖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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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계를 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여자 D 역시 멘토들 중에 멘토링 활동이 열

악한 환경의 멘티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을 갖거나 반대로 본인이 멘티

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 같은 과도한 의무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 이들이 소진되지 않고 

멘토링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문제 상황에서 멘토가 활용할 수 있는 문제 파악 체크리스트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멘토 교육을 하다보면 멘토들이 과잉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경

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과도한 책임감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

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게 필요한 거죠. 막연하게 ‘책임

감을 가져라’가 아니라 예를 들어 ‘교사에게 신고한다’ 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주

고, 책임 선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참여자 C)

“실제 그런 갈등들이 많아요. 멘토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멘토에게 요구되는 부분... 이 사이에서 

멘토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걸 보게 되죠. 이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한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참

여자 D)

Ⅲ.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특성을 밝히고, 그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어떠한 

멘토링이 효과적인지 필요한 요소들을 양적연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양적연구 결과에서는 취약계층 중학생이 자신감, 자기조절, 진로목표설정, 진로가치 건전성, 진

로목표달성 효능감, 학습태도, 학업적 효능감 등의 영역에서 일반 중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잠재력 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대상 청소년 멘토링 슈퍼바이저 경험이 있는 상

담전문가 대상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에서는 취약계층 멘티들이 자존감과 사회적 기본 교

육이 부족하고 진로 포부가 낮으며 비행에 취약한 위험요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

고 이러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멘토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멘티의 특

성에 대한 이해, 멘티와의 신뢰감 형성, 다양한 교육 및 생활지도의 역량 등으로 나타났다. 효과

적인 멘토링을 위해 멘토링 슈퍼비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는 멘티의 특성에 대한 교육, 멘

티에 대한 정보 제공, 신뢰로운 관계 및 적절한 경계 설정 지도, 멘토 격려 및 책임의 한계에 

대한 안내 등이 보고되었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는 공통적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이 낮은 자신감 혹은 자기존중감

의 문제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Christensen 외(1994), 김희정(2003), 배현옥(2005) 등

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청소년 각 개인의 자기존중감은 건강한 성격발달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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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응, 행동, 정서, 대인관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혜영, 2001). 이는 멘토링 활동으로

도 이어져 멘티가 멘토의 이야기에 반응이 없거나 활동에 대해 동기를 보이지 않는 등의 양상으

로 드러날 수 있으며, 이러한 멘티의 무기력함은 멘토가 멘토링 목표를 세우거나 활동을 시도할 

때 효과적인 멘토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실제 취약계층 멘티들의 무기력하고 동기가 없는 

태도는 멘토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유발하기 쉽다. 따라서, 취약 계층 멘토링에 있어서 자신감 

및 자기존중감의 향상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 때, 멘토가 멘티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에 이를 교정하거나 훈계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교정의 노력이 자칫 멘티

들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멘토가 멘티의 자신감 없고 위축된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격려와 지지를 제공하려는 자세가 효과적인 멘토링에 매우 중요하

다. 특히 자신감의 문제는 교우관계와 학업, 더 나아가서는 진로의 계획 수립 및 행동에도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멘토는 이를 멘토링 과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멘티들의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간단한 상담개입 방안의 활용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수

퍼비전 시간에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진로와 관련한 특징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연구 1과 연구 2에서 모두 낮은 

진로포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 1에서는 진로관련 구인 중 진로목표실현 행동의 

경우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자신

의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거나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내적인 힘은 적으면서도, 진로와 관련

된 행동은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 시기에 진로포부의 확립과 진로효능감의 증진은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목표는 환경적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연구 결과

에 나타났듯이 취약계층 청소년은 반대로 낮은 진로 포부와 목표를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진로목표실현행동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업을 얻기 위한 행동을 취하되 이는 자신의 능

력이나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이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맞는 포부를 가지며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의 낮은 진로포부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환경적 

영향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Krumboltz(1994)의 사회학습이론에서는 개인이 어떠한 자극

과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진로결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중요시한다. 또한 이러한 진로포

부를 높이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정체감 형성, 학습 문제, 학교 적응 등 여러 가지 영역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멘티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체험을 통해 적절한 진로포부를 갖도록 도와

주는 개입이 필요하다. 멘토들이 함께 하는 구체적인 체험활동과 같이 환경적으로 다양한 자극

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진로 포부를 적절하게 높일 수 있도록 멘토

교육과 멘토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4  아시아교육연구 16권 2호

셋째, 학업구인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학습태도와 학업적 효능

감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하지만 인지/초인지 전략과 학업동기 수준은 취약계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업

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박형진과 김경식(2007)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가정환경은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화

숙(2011)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학업성취도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성취도가 학습태도(강명희, 유영란, 유지원, 2014, 김광

현, 2011) 및 학업적 효능감(강효숙, 2013; 이명자, 송영명, 2005) 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놓고 볼 

때,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태도와 학업적 효능감이 일반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낮으리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하지만 기존연구에서는 학업동기 수준 역시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강효숙, 2013),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취약계층 학생들이라 해도 학업동기 수준은 

유의하게 떨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취약계층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낮을 수 

있지만 이들의 동기 수준은 낮지 않음을 시사해준다. 다만 취약계층 학생들 중에서도 학업동기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추후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한 슈퍼비전의 요소로 슈퍼비전에서 멘티의 특성에 대해 교육하

고, 멘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멘토가 멘티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연

구2에서 강조되었다. 이는 마치 상담에서 접수면접을 통해 내담자 관련 정보를 초기에 파악하는 

것이 상담자 배정이나 상담목표 설정에 유용하듯이 멘토들도 멘티의 특성 및 정보를 사전에 파

악할 때 멘티와 관계를 잘 맺고 향후 멘토링 계획을 효과적으로 잘 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을 돕는 멘토링의 경우 멘티의 학업 수준, 동기, 흥미 등에 따라 어떠한 내용의 학습이 진행

되고, 어떠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멘티의 특성을 잘 파악할수록 멘토

링 진행이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반 멘티에 대해서도 멘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특히 취약계층 멘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정   사회적 배경이 일반 학생

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 그로 인해 형성된 가치관과 관심 진로의 

성격, 삶의 태도 등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취약계층 멘티의 

공통된 특성과 더불어 고유한 개별적 특성을 함께 이해한다면 멘티의 성향과 문제에 맞는 차별

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슈퍼비전에서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심리검사와 그 활

용법을 멘토에게 제공하고 멘티의 심리적 특성과 개입방향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도 멘토에게 

유용하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에서는 멘토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멘토가 멘티와 신뢰할 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역량은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 매우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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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가 된다.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멘토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멘

토링 프로그램의 핵심인 점이 다른 연구에서도 강조되어 왔다(고홍월, 이자명, 2010; Grossman,

1991).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해 부모가 가정에 부재한 경우가 많고, 조손부모나 

한부모 가정 역시 부모의 역할 모델로서의 기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빈

곤 청소년들은 애착과 진로발달에 취약하고, 의미 있는 타인과의 애착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박

재은 외, 2011). 따라서 멘토가 멘티와 신뢰할 만한 관계 자체를 잘 맺는 것은 멘토링을 잘 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멘티들의 기본 토대가 되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멘토가 

멘토와 신뢰감을 어떻게 잘 형성할 수 있는지를 슈퍼비전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멘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존중과 관심, 멘토링과 관련한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일관성을 보여주는 

태도, 멘티의 말에 대한 경청과 진솔한 의사소통 등을 슈퍼비전에서 다루는 것이 멘토들에게 도

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신뢰할 만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조건 멘티들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허용적

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슈퍼비전에서 전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서 경계를 잘 설정하는 것에 대한 안내가 실제 멘토링 현장에서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많은 멘토가 멘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려고 하지

만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해 오히려 멘토에게 화가 나는 부정적 경험을 겪는 경우가 있다.

또, 취약계층 청소년 가운데 애착이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았거나 적절한 대인관계 경험이 부족

한 탓에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가 간혹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멘토가 관계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멘토링 

슈퍼비전에서 신뢰성 있는 관계 형성 뿐 아니라 적절한 경계 설정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려주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할 때 무력해지거나 지치기 쉬운 멘토를 멘토링 슈퍼비전에서 

격려하고 지지하며, 멘토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 주는 것 또한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 이루어

져야 할 요소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멘토가 소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기를 가지고 멘토링에 

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은 성공적인 멘토링의 관건이다. 물론, 일반 학생을 멘토링할 

때도 어려움이 따르지만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보내져서 참여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 학습이 많이 뒤떨어진다든지 진로포부를 갖기에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보면 멘토의 소진이 더 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때 피상적인 수준에서의 칭찬과 격려보다 

심층적인 멘토 문제를 이해하고 멘토가 경험하는 갈등과 좌절을 심층적으로 다루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지지해주는 상담의 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또한, 효과적인 멘토링 슈퍼비전의 요소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는 여러 상담 슈

퍼비전 모형들에서 강조되는 요소들, 이를테면 ‘내담자 특성에 대한 자각’, ‘개입기술 능력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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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바이지에 대한 지지와 확신 제공’ 등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멘토 역량 강화 중 멘티 

이해 교육과 멘티 정보 제공은 ‘내담자 특성에 대한 자각’과 관련된다. 멘토가 멘티와 신뢰할 

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경계를 설정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관계개입기술 능력 함양’과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멘토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요소는 상담슈퍼

비전 모형에서 ‘슈퍼바이지에 대한 지지와 확신 제공’과 관련된다. 이렇듯 상담 슈퍼비전 모형에

서 제시되는 요소들이 효과적인 멘토링 슈퍼비전의 요소와 관련이 있는 점을 볼 때 멘토링 슈퍼

비전의 영역은 상담 전문가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점을 시사해주기도 한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최근 취약계층 청소년 멘토링과 관련한 연구가 증

가하고 있고, 멘토링 활동 역시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 종교단체, 학교 차원에서도 장려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멘토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은 긍정적이나 너무 급격한 

양적 성장으로 인하여 오히려 멘토에 대한 적절한 지도나 관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한 측면도 

있다. 멘토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관리의 핵심은 멘토에 대한 슈퍼비전에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는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멘토링 슈퍼비전을 다루었다는 점과, 이를 위해 취약계층 멘티의 일

반적인 특성과 성공적인 멘토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가진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청소년의 특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다수 있었으나 기존의 연구

들은 취약계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의 특성을 단순히 양적인 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하지

만 본 연구는 인지진단모형이라는 잠재계층모형 분석을 통해 양적인 차이가 아닌 질적인 차이

에 초점을 두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멘티들이 스스로 지

각하는 멘티의 특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멘토에 대한 슈퍼비전 경험과 전문적 상담지식을 보유

한 전문가의 포커스 인터뷰 결과를 함께 진행하고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멘티

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멘토의 역량과 이들에 대한 슈퍼비

전에 필요한 요소들을 알아보는데 있어 멘토링 슈퍼비전 경험이 있는 슈퍼바이저들의 의견만을 

수집하다보니 슈퍼비전의 주 대상인 멘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멘토

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슈퍼비전 요소를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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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ive Mentoring Elements of Supervis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Vulnerable Adolescents
1)

Kang, Minchul*

Kim, Sooim**

Lee, A-Ra***

This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at-risk adolescents, and sought to identify factors

essential to mentoring supervision in order to implement effective mentoring for at-risk

adolescents. For this, potential capacity in domains of intrapersonal characteristics, sociality,

career, and academics of 144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a mentoring program

for at-risk adolescen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418 regular middle school students. Then,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at-risk mentees and

the essential competencies required by mentors as well as the contents of supervision that

will successfully guide the mentors. Quantitativ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at-risk middle

school students ha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confidence, self-control, career goal setting,

career value integrity, career goal attainment efficacy, study attitude, and academic efficacy

compared with the regular student group. According to the focus group interview, at-risk

students showed lack of confidence, low career aspirations, insufficient basic social education,

and vulnerability to delinquency. To effectively help these students, mentors should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se characteristics of mentees, establish trusting relationships, and

possess capacity for diverse teaching and guidance capabilities. Lastly, supervision for mentors

should include educating about mentee's characteristics, delivering information on mentees,

giving guidance for developing trusting relationships and setting adequate boundaries, offering

diverse educational contents, establishing clear-cu lines of responsibility, and providing

encouragements.

Key words: Mentoring, At-risk Adolescents, Supervision, Focus Group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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