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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f there would be any 
problems with the management of multicultural mentoring in an effort to 
suggest how to revitalize it. Earlier studies and literatures were analyzed by 
making a SWOT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 
selected people concerned. Beside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elected 
mentors. As a result, it's found that the mentors were provided with 
expenses necessary for their mentoring activities, and multicultural mentoring 
was on the increase in terms of quantity. But there was something to be 
desired. Relevant programs became mentor-centered after the programs were 
linked to national labor scholarship. To dynamize multicultural mentoring, 
that should be offered in the form of volunteer services instead of relying on 
scholarship, and diversified, customized mentoring should be provided in 
response to the needs of clients instead of uniform, stereotyped one. In terms 
of operating system, a wide variety of management models should be 
developed, and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should be nurtured. In addition, 
operating expenses should be o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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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다문화멘토링에 한 운 상의 문제 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선행연구  문헌을 SWOT분
석, 련자들에 한 FGI 인터뷰, 멘토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멘토들에게 활동비를 지 하고 양 으로 확 되었으나 국가
근로장학 과 연계되면서 멘토 심으로 운 되는 한계 이 있었다. 다문
화멘토링 추진 체계에 한 활성화 방안은 장학 제도가 아닌 자원 사 
형태로, 획일화에서 다양화·다원화, 수요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으
로 운 되어야 한다. 운 체계에 한 활성화방안은, 다양한 운  모델이 
개발되고 문인력을 양성  운 비를 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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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자연스러워지면서 한 해 약 2억여 명 정도가 

다양한 이유로 삶의 터 을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도 외는 아니라 2016년 한

국에 장기 체류 인 외국인은 인구의 약 3.8%에 해당하는 1,949,216명인 것으로 나타났

다(법무부, 2016. 5). 새로운 구성원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출산·고령화, 노동력 

부족 상과 더불어 한류 열풍이 ‘Korean Dream’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출산으로 인한 우

리나라의 일반 학령인구( · ·고)은 매년 20만명이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약 8,000∼10,000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15). 교육부(2016) 발표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등학교 60,283명, 학교 13,865명, 고등학교 8,388명인 82,536명이 재학 인 것으

로 나타났다. 향후 미취학 아동 12만명이 순차 으로 학교안으로 들어올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망된다(교육부, 2016). 그러나 민족·인종, 타문화에 해 여

히 배타 이고 차별 인 우리의 낮은 다문화  감수성 때문에 이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

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김연권, 2013).

   여성가족부(2015)의 조사 결과, 많은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낮은 경제 , 사회  지 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한 기 감이 높았는데, 52.3%가 자신의 자녀들은 4년제 이상 학을 졸

업하기를 희망했고, 학원 이상도 11.5%로 나타나 높은 교육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은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한 높은 기 에도 불구하고 부

모의 낮은 경제력과 사회  지 , 그리고 부모의 이  문화 배경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게 정 인 효과보다는 학교생활의 부 응,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경제 인 이유

가 52.6%, 학습지도를 못해서 27.6%, 한국어 수 이 낮아서 10.5%로 나타나 이들에 한 

사회  심과 교육지원이 실하다(여성가족부, 2012).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

니와 생활하면서 언어발달지체와 문화부 응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동훈, 2005; 오성배, 2005; 교육부, 2007). 학교생활에 잘 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친구들

과 어울리지 못해서가 64.7%로 가장 많았고, 학교공부에 흥미가 없거나 45.2%, 한국어를 잘 

하지 못 해서가 25.5%, 부모의 심이나 경제  지원 부족이 10.9% 등으로 나타났다(여성가

족부, 2015). 다문화가정 학생의 23.6%는 학교 공부가 어렵다고 응답하 는데 학교 이 높

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일수록 학교 공부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5). 한 이들은 수업에 한 이해도가 낮고, 폭력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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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행동장애(ADHD)를 보이는 등 정서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07; 선필호, 2010). 정서 으로도 사춘기에 어드는 등학교 고학년· 학교와 고등학교

에 진학하는 다문화가정학생들은 실생활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자존감이 떨어진다

(천정웅 외, 2012). 이들의 학업성취도를 살펴보면 상 학교로 올라 갈수록 일반 학생들과의 

격차가 벌어져 결국 상 학교로의 진학을 포기하는 경향이 높았다(이재분, 2008; 교육부, 

2015). 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 단 비율도 등학교 0.8%, 학교 1.2%, 고등학교 

2.1%로 일반학생의 학업 단 비율인 등학교 0.6%, 학교 0.8%, 고등학교 1.6%에 비해 

더 높았다(교육부, 2015). 이들의 기  학력의 부진은 단지 학업부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그들의 실 인 경제 문제와 맞물려 성인이 되어도 향을 미친다는데 문제가 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진로  직업 선택에 있어서 불평등한 사회계층으로 재생산될 수 있

다는 우려에 한 안으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Banks, 2008: 3). 

   석(2008)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은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략  하나가 다문화멘토링이라고 하 다.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다문화

멘토링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한 기반을 조성하기 한 요한 역할을 한다. 다문

화가정 학생의 사회 ·정서 ·학업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사회구조 인 학생 지원과 

함께 다각 인 이해와 근이 필요하다. 이에 손 희(2011)는 다문화멘토링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지원하기 한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하 다. 

이에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정학생과 일반학생들과의 격차를 이기 한 다양한 정책을 펼

치고 있다. 표 인 다문화교육으로 다수의 일반학생을 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 교육’

과 소수자인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정서 ·상담을 지원하는 ‘멘토링’으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는데 ‘다문화멘토링’은 후자에 해당한다. 

   교육부가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운 하고 있는 다문화멘토링’은 증하는 다문화가

정 학생들의 교육문제가 두되자 학습결손 방지와 학교 응 등을 지원하기 한 방안  

하나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2006년 ‘ 학생 멘토링’의 상을 다문화가정 자녀로 확 하

면서 시작된 멘토링은 다문화가정 학생 심으로 운 되었다. 그러나 2011년 국가근로장학

과 연계되면서 학생인 멘토 심으로 운 되고 있다는 비 을 받아오고 있다. 2015년 

경기도 지역에서 다문화멘토링을 신청한 학생은 1,163명(6.2%)으로 채 7%가 되지 않는다(경

기도교육청, 2015).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멘토링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일상

생활이나 학교생활에 잘 응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에 다문화멘토링에 한 정보 

습득이나 수요자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요구 부재가 조한 참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멘티의 조한 참여에 한 원인 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에도 한국장학재단(2016)의 

‘다문화학생 멘토링 계획’을 살펴보면, 4,000명의 멘토를 기 으로 한 산에 맞  다문화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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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링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 다. 이러한 수치는 2016년 기 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82,536

의 학생 에서 약 4.8%인 약 4,000명 정도의 학생들만 멘토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교육부, 2016). 정부의 산 집행이 교육  지원이 필요한 멘티에 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생들에게 장학 으로 활동비를 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멘토링이 수요자인 멘티의 요구에 의한 ‘자원 사’라는 

본래의 의미가 상실 된 채 국가근로장학  사업과 연계 되면서 수요자인 다문화가정 학생

들에 한 교육  측면보다는 ‘ 학생 멘토’ 심의 경제  측면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006년 학생 멘토링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2011년부터 국가근로장

학 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멘토링의 운 상의 문제 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A. 다문화멘토링의 개념

 1. 멘토링의 개념

   멘토링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 인 ‘ 계’를 기반으로 하며 사회  기능을 포함하여 멘토

의 역량을 강조하는 사학습(Service Learning)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멘토링은 문

제해결이나 성 향상과 같이 특정한 목표보다는 인 인 발달과 성장에 목표를 둔다(김지

연, 2010). 

   멘토라는 말의 기원은 고  그리스왕국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쟁을 떠나며 자신의 

아들인 텔 마코스를 친구이자 아들의 가정교사 던 멘토르에게 맡기며 잘 보살펴  것을 

당부한데서 유래하 다. 그 후 멘토르는 10년 동안 오디세이가 돌아올 때까지 텔 마코스

의 선생님, 상담자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 그를 잘 돌보아 주었다. 텔 마코스는 멘토르 덕

분에 지혜롭고 용감한 청년으로 성장 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멘토라는 그의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김경  외, 2011). 

   멘토와 멘티의 계를 요한 핵심기제로 보는 멘토링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andura & Willams(2004)는 멘토링을 조직의 구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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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많은 윗사람(멘토)과 신규직원 는 경험이 은 사람(멘티)과의 일 일의 계라고 

정의하 다. 이 때 멘토는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멘티의 잠재력 개발에 극 으로 

행동한 사람을 말한다. Shea(2002)는 멘토와 멘티의 개인 , 일 일의 결과 개인의 인생

이나 스타일에 요하고 장기 이며 유익한 향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정의하 다. 멘토는 

상 방인 멘티에게 다양한 지식이나 지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Kram(1985)은 멘토링

을 상이한 수 의 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 계로 정의하

다. 멘토의 역할을 경력개발과 심리사회  기능으로 구분하 다. Murray(2006)는 멘토링을 

경험과 기술이 많은 사람과 미흡한 사람이 짝이 되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미흡한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았다(천정웅 외, 2012: 15).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는 멘토링의 개념을 종합한 결과, 천정웅 외(2012)은 멘토링을 상 으로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상자를 꾸 히 지도, 조언하면서 그 상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한 멘토와 멘티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 인 에 지를 배출하여 성장 하는 활동

이라고 하 다.

  

 2. 다문화멘토링의 개념 

   다문화멘토링 개념에 한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2008)은 다문

화멘토링을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향유하고 성장하고 응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유용한 략  하나로 정의하 다. 박인옥(2014)은 다문화교육의 실천 방안 

 하나로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방하고 해결하기 

한 방법이라고 하 다. 서미옥 외(2010)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학습지원  정서  지지

를 제공하는 생활지도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김민정(2013)은 다문화멘토링을 

경력 련과 사회 심리학  련으로 나 고, 경력 련은 멘티가 멘토링을 통하여 학교 학

습동기를 제고하고, 학생으로서 자신의 학습역량을 히 발휘할 수 있도록 후원·지도, 보

호하고 도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심리학  련은 멘토링을 통해 멘

티가 정서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감과 효능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보았

다. 최진 (2011)은 다문화가정 학생 멘티에게 도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비교사인 멘토의 

다문화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목 을 두고 있다는 에서 사-학습으로 정의하 다. 이성

순(2014)은 학생이 멘토가 되어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개별 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 다. 손 희(2011)는 일상생활과 학교에서 소외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다

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성장을 돕

는 로그램으로 보았다. 은혜경(2015)은 문화 으로 이질 인 구성원이 참여하는 멘토링으

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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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직까지는 ‘다문화멘토링’에 한 개념 정리나 정의에 

한 논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어 자체에도 이미 우리사회 반에 걸쳐 ‘멘토링’이

란 용어가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굳이 ‘다문화’라는 단어를 넣어 상을 범주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에 한 문제 제기도 있어 왔고, 재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학생 멘토링’이

란 용어 자체가 차별 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부정 인 시각도 있다. 어떤 특정 집단

을 지칭하는 것에 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을 상 로 하는 멘토링을 

‘청소년 멘토링’이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이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한 멘토링

을 ‘다문화멘토링’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제기되는 문제  하나가 바로 일

반멘토링과 다문화멘토링을 구별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냐에 한 질문이다. 이질 인 

요인이 가장 큰 요인으로 실에서는 멘티가 다문화가정 학생인 이 가장 결정 인 요인

이 되고 있다. 문화  배경이 다른 멘티와 멘토가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인 계형성을 

통해 멘티의 사회성과 정체성, 지 발달에 도움을  수 있다는 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

의 성장과 발달에 효과 일 수 있다(김지연, 2009; 김재철·성경주, 2008).

   다문화멘토링의 가장 이상 인 모델은 멘티와 멘토들이 서로 상호 호혜  경험을 갖는 

것으로 멘토와 멘티의 계형성을 요한 핵심기제로 본다(서미옥 외, 2010). 상호작용을 통

해 서로에게 향을 주는 다문화멘토링 활동 과정은 다문화사회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문

화  배경이 다른 새로운 구성원들과의 정 인 과 소통은 갈등을 방할 수 있는 매

개체가 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칭찬·지지·

격려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충족시켜  수 있는 방안  하나가 다문화멘토링이다( 석, 

2008).  

   종합하면, 멘토링의 요한 핵심기제인 멘토와 멘티의 상호작용을 통한 성장과 다문화

 배경과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문화멘토링’을 일 일로 상 으로 경험과 지

식이 많은 멘토가 문화  배경이 같거나 다른 멘티의 요구에 맞춰 꾸 히 계를 지속하면

서 멘티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멘토

와 멘티가 동반성장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멘토링은 1:1로 상 으로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상자를 꾸 히 지도, 조언하면

서 그 상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한 멘토와 멘티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 인 에 지를 배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천정웅 외, 2012). 멘토링의 효과에 

한 다양한 연구에서도 멘티는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 자존감 는 유능감의 향상을 경

험하고(김순규·이재경, 2007; 박 선, 2010; 한정우, 2002), 비행 행동이 감소되거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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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개선되며(Tierney et al, 1995),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학교 응에서도 정 인 향

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순규 외, 2007). 

   다문화멘토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비교사나 멘토들

의 경험을 토 로 멘토의 인식변화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들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멘

토들은 다문화에 한 선입견과 고정 념이 정 으로 변화되고 멘티의 성장을 도우면서 

본인들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윤경원· 엄재은, 2009; 최진 , 2011; 김기 , 2014). 둘째,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멘티들의 효과성과 자기 효능감(김민정, 2013) 연구로, 학업과 정서

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멘토링에 한 멘티들의 요구분

석과 다문화멘토링 로그램 개발 후 효과성에 한 연구이다( 명희, 2011; 손 희, 2011). 

손 희(2011)는 멘티들의 요구가 반 된 수요자 심의 맞춤형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이와 더불어 학교 담당교사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다문화멘토링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다. 넷째, 다문화 멘토링 모형을 개발한 사례(은혜경, 2012; 송진웅, 

2008)로, 은혜경(2012)는 새로운 구성원인 결혼이주자들의 학 공부를 지원하기 한 멘토

링 로그램을 개발하 고, 송진웅은 비교사를 활용한 다문화멘토링 시범사업을 통해 다

문화멘토링의 확산을 한 모형을 개발하 다. 마지막은 다문화멘토링 운 사례를 연구한 

사례이다(박인옥, 2013; 박선옥, 2013; 이성순, 2014). 이 연구들은 실질 으로 다문화멘토링

을 장에서 운 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윤경원 외(2009)는 다문

화멘토링에 한 연구들의 부분이 멘토링의 효과 증진에 목 을 두고 있다는 에서 연

구의 상이 소수인종이나 이주민 아동 청소년으로 확장된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갖지 못한

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하 다. 한 인종과 문화 등을 유동 인 범주라기보다 고정된 변수

들로 고려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의 역동성과 변화를 제 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다인종으로 구성된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을 심으로 멘토링에 향을 미치

는 배경요인에 한 연구들이 제출된 바 있다. 다문화  요인으로는 인종, 민족, 문화  배

경, 고정 념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연구방법의 측면에서는 실증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다(Sanchez and Colon, 2005; Liang and Grossman, 2007; 은혜경, 2015에서 재인용). 그러나 

재 국내에 나와 있는 연구 논문들은 객 인 평가가 아닌 자체 평가에 따른 멘토의 효

과성이나 멘티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들이다. 다문화멘토링에 있어 멘토의 역량에 따라 멘

토링의 만족도와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은 많은 선행연구들이 말해 주고 있다(윤경원·엄

재은, 2009; 최진 , 2011; 김기 , 2014; 김민정, 2013; 박인옥, 2013; 박선옥, 2013; 이성순, 

2014). 이 밖에도 다문화멘토링을 운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경우에도 다문화멘토링에 

한 장기 인 책이 아닌 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멘토링에 한 운 에 한 단기 인 

개선책이라는데 한계와 제한 을 가진다. 정책 운 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운 자

의 역량에 따라 다문화멘토링 사업의 효과성이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선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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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다문화멘토링에 한 연구는 미비하고 그나마도 멘토나 멘티의 

효과성 내지는 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멘토링에 한 운 을 살펴보고 단기 인 개선책

을 제시한 연구들이 부분이다. 

B. 다문화멘토링 정책  황

 1. 다문화멘토링 정책

 

   최 의 다문화가족을 한 멘토링 로그램은 2006년 부산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성결혼이민자 로그램 참여를 시작으로 여성결혼 이민자와 한국 주부 간 1:1 결연을 맺

고 한국의 지역문화와 한국가족, 한국생활방식에 한 이해를 목 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 

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민간단체 등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한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온라인 멘토링 등이 지속 으로 확산되고 있다(손 희, 2012). 정부차

원에서 시작된 다문화 멘토링 련 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다문화

교육의 정책 비 은 ‘문화민주  통합’으로 한국을 ‘문화  용해의 장’으로 환’하는데 있었

다(교육부, 2006). 이 정책 <과제6>에 ‘ 학생 멘토링’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확  실시한

다고 발표하 다. 2007년과 2008년의 다문화교육의 정책 비 은 ‘언어  문화 장벽 해소와 

사회  귀속감  다문화 감수성 증 ’에 있었다. 2009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지

원’을 해 ‘09년 교 생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계획’을 수립하여 교 생이 다문

화가정 학생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 다. 교육 학교 학생들에게 근로장학 으로 15

억원을 지원하고 사회 사학 으로 인정해 주었다. 2010년 교육부의 정책 비 은 ‘배움과 

이해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구 ’이었다. 이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

원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 등이 참여하는 멘토링’ 과 ‘교 생 등을 활용한 멘토링’으로 진행 

되었다. 2011년 교육부의 정책 비 은 ‘동화와 융합을 넘은 다문화 존 사회 구 ’이다. 이

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와 퇴직교원을 멘토로 활

용하 고, 멘토링 참여 학생에는 국가근로장학 과 교육 사학  등을 부여하 다. 2011

년에는 국가근로장학  제도와 연계하여 국 학으로 확  하 다. 2012년 다문화교육의 

정책 비 은 ‘다양성을 이해하는 창의 인 로벌 인재 양성’이다. 이에 따라 1:1 멘토링 강

화를 통한 다문화학생 기 학력 책임지도를 해 멘토링의 목표를 다문화학생 기 학력미

달비율을, 12년에는 2% , 13년에는 1%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 다. 2013년 다문화멘토링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탈북학생 증에 따라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응

지원과 강화를 해 학생멘토링을 확  하고 농어  지역 등 멘토링 지원 사각지 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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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he state of the Korea Student Aid Foundation's mentoring program

 구분
사업

산

참여

학수
 참여 인원 지원 상  주요 요인

2011 50억
42개

학

멘토:3,736명

멘티:4,071명
학생까지 확

·근로장학 과 연계되어 

일반 학으로 확

2012 50억
47개

학

멘토:4.057명

멘티:4,733명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고등학생까지 확

·온라인멘토링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2013 70억
52개

학

멘토:4,897명

멘티:4,795명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고등학생까지 확

·교육 소외 계층 수혜 확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구축

·근로시간 단가 인상

2014 137억
82개

학

멘토:6,970명

멘티:7,172명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고등학생까지 확

· 산 증가에 따른 양 증가

·사업 리시스템 도입

2015 67억 82개 멘토:4,000명 북한이탈주민가정 · 산 감소에 따른 사업축소  

소하기 하여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  한다고 하 다. 정부의 다문화멘토

링 정책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진행하겠

다는 정책 비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비 과 목표와는 달리 다문화멘토링이 국가

근로장학 과 연계되면서 수요자인 멘티 심이 아닌 활동비를 지  받는 학생 멘토 심

으로 운 되고 있다는 제한 과 한계 을 가진다. 

 2. 다문화멘토링 황

   다문화멘토링 정책은 한국장학재단이 정부로부터 사업을 탁 받아 국가근로장학 과 

연계하여 운 한 2011년을 기 으로 환 을 맞이하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의 반값등록 을 지원하기 해 설립되었다. 교육부는 다문화멘토링 산이 

2009년 22억에서 2010년 15억으로 어들자, 독자 인 산확보의 어려움을 타계하고자 

학생 반값등록 의 일환인 국가근로장학 과 연계하게 된다. 

   다문화멘토링이 국가근로장학 과 연계된 2011년 이후의 사업 황을 살펴보면, 국가근

로장학  산에 따라 다문화멘토링 사업이 확 되거나 축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

은 상은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수요에 따른 정책이라기 보다 국가근로장학

을  수 있는 산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문화멘토링 사

업 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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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멘티:4,000명
자녀  

고등학생까지 확

출처: 한국장학재단(2011∼2015), 자료 재구성

다문화멘토링 운  황 

SWOT분석 FGI 인터뷰 설문조사

선행연구를 통한 

  운  황 분석

운 사례에 한

  련자 심층 인터뷰

운 사례에 한

  설문조사

⇩

       운 상의 문제  도출

⇩

 활성화 방안 제시

[그림 1] Research process

Ⅲ. 연구방법

A. 연구 차

   다문화멘토링의 운 상의 문제 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해 선행연구  문헌을 

SWOT분석하 다. 다문화멘토링 련자를 상으로 FGI 인터뷰와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선

행연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문제 을 보완하고자 하 다. 한 구체 인 운 사례분석을 

해 다문화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K 학의 멘토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 연구의 연구 차는 [그림 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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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ople in charge and the interviewees

번

호
소속 면담자

다문화

련경력 
기간

번

호
소속 면담자

다문화

련경력
기간

1
****

재단
민**

다문화멘토

링 업무 

담당

2년 11 멘토 김**

다문화멘토

링 참여 

경험

3년

2
****

재단
강**

다문화멘토

링 업무 

담당

3년 12
학부모

( 6)

유*

( 국)

다문화멘토

링 참여 

경험

2년

3
**

학교
차**

다문화

련업무
4년 13

학부모

( 1)

이**

(베트남

)

다문화멘토

링 참여 

경험

1년

B. 연구 상

 1. 멘토 상 설문조사

   다문화멘토링 운 황에 한 SWOT분석을 보완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을 구체 으로 분석하기 해 다문화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K 학교의 멘토 129명

을 상으로 다문화멘토링 운 단계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K 학교는 2013년부터 한

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다문화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다문화멘토링 련자 인터뷰

   다문화멘토링의 궁극 인 목표는 멘토와 멘티가 동반성장하여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

원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멘토링은 단순히 멘토와 멘티의 1:1 계형성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 기 의 유기 인 력체계가 으로 필요하다. 

한 각 기 의 상황과 에 따라 근방법이 다를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과 학의 경우 

국가장학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원

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멘토링을 황을 살펴보고 각 

기 의 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다문화

멘토링의 운 상의 문제 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해 련자 20명(**재단 2명, 학 2명, 

장학사 2명, 교사 3명, 학부모 2명, 멘토 2명, 멘티 7명)을 상으로 면 조사를 실시하 다. 

<표 2>는 련기  담당자  인터뷰 상자 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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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학교
박**

다문화

련업무
4년 14

멘티

( 4)
김**

다문화멘토

링 참여 

경험

2년

5 장학사 이**
다문화교육

련 업무
2년 15

멘티

( 5)
최**

다문화멘토

링 참여 

경험

2년

6 장학사 김**
다문화교육

련 업무
1년 16

멘티

( 3)
김**

다문화멘토

링 참여 

경험

2년

7
등

교사
한**

다문화교육

련 업무
3년 17

멘티

( 3)
한**

다문화멘토

링 참여 

경험

2년

8
등

교사
심**

다문화교육

련 업무
3년 18

멘티

(고2)
김**

다문화멘토

링 참여 

경험

2년

9
학교

교사
임**

다문화교육

련 업무
4년 19

멘티

(고2)
이**

다문화멘토

링 참여 

경험

2년

10 멘토 이**

다문화멘토

링 참여 

경험

2년 20
멘티

(고1)
김**

다문화멘토

링 참여 

경험

1년

C. 자료수집  분석

 1. 설문 문항  인터뷰 문항 개발 과정

  a. 인터뷰 문항

   다문화멘토링은 하나의 사업에 련된 유 기 들이 많다. 효과 인 다문화멘토링이 되

기 해서는 유 기 들의 유기 인 력체계가 필요하다. 한 다문화멘토링은 각 기 별

로 처한 입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은 면담자의 상황에 따라 질문내용을 약

간씩 달리하 다. 공통 인 질문은 다문화멘토링 련 경험  참여기간, 참여하게 된 동

기, 만족도  불만족(이유),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 추후 참여의사 여부이다. 재단  

학 담당자들에게는 다문화멘토링의 효과  운 상의 문제 을 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다. 장학사와 학교담당교사들에게는 다문화멘토링의 의미, 효과, 멘티 발굴  운 상의 

어려움 내지는 문제 과 개선  주로 인터뷰를 진행 하 다. 한 멘토, 멘티는 멘토링 

내용, 좋은 , 희망하는 멘토링, 개선되었으면 하는 , 멘토링 효과에 해 질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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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The evaluation factors for the management of multicultural mentoring

단계 요소   문 항 내 용 평균
표

편차

만

족

도

목표
다문화 멘토링에 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4.14 .569

다문화에 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4.15 .614

멘티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멘티가 성장하 다 3.78 .718

멘티가 멘토링 활동기간 동안 멘토의 지도를 잘 따랐다 4.16 .748

멘토
다문화멘토링 활동이 보람 있고 만족스럽다 4.13 .774

멘토- 멘티가 동반성장 하 다 3.93 .782

상호

작용

다문화멘토링 활동 자체가 재미있었다. 4.00 .760

다문화멘토링이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4.34 .643

로

그램

다문화멘토링 지원체계가 좋았다. 3.93 .812

활동비로 지 되는 국가근로장학 이 도움이 되었다 4.24 .705

사

비

단계

홍보

다문화멘토링에 한 홍보가 잘 되고 있다 3.47 .849

학에서 다문화멘토링에 한 홍보를 잘 하고 있다 3.61 .832

멘토링 활동 련하여 학교나 부모님이 알고 있다 4.00 .875

멘토 선발시 면 을 실시하 다 4.46 .650

사

교육

멘토링에 한 멘티 교육도 필요하다 4.13 .754

학교 담당교사에 한 멘토링 교육이 필요하다 4.15 .801

학부모들에게는 한국거주 기간  자녀 양육의 어려움, 자녀들이 받았으면 하는 멘토링 등

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다. 

  b. 설문 문항 

   다문화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K 학의 멘토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멘토링 운 사례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박경민(2008)는 멘토링 운 사례에 한 분석을 논

리모델을 용하여 투입-활동-산출-성과 과정으로 살펴보았고, 박인옥(2013)은 다문화멘토링 

운 사례를 투입-활동- 마무리 단계로 분석하 다. K 학의 다문화멘토링 운 체계는 사

교육단계- 활동단계-피드백  성찰단계- 마무리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만족

도, 사 비단계, 활동단계 성찰  피드백 단계에 한 평가요소를 심으로 문항을 구성

하 다. K 학교의 다문화멘토링 운 단계별 평가요소에 따른 문항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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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티 부모에 한 멘토링 교육이 필요하다 4.03 .790

다문화멘토링에 한 사 교육을 받았다 4.47 .650

사 교육을 통해 다문화멘토링에 한 이해가 높아졌다 4.26 .691

멘티 교육과정에 맞는 소양교육을 받았다 3.79 .902

정기 인 멘토 교육이 필요하다 3.95 .802

매칭

매칭이 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3.88 .851

멘티가 희망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는 멘토가 배정되었다 3.94 .839

멘토가 원하는 멘티로 배정되었다. 3.86 .845

활동

단계

장소

원하는 장소에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학교나 가정) 4.05 .909

다른 과 같은 공간에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3.15 1.387

멘토가 원하는 근거리로 배정되었다 3.68 1.152

학교에서 독립된 멘토링 장소를 배정해 주었다 3.53 1.160

학교에서 멘토링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4.09 .845

학교가 아닌 곳에서 활동하기를 원한다. 3.03 1.261

시간

멘티가 원하는 시간에 진행하고 있다 4.16 .768

멘토가 원하는 시간에 진행하고 있다 3.87 .899

주 에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4.32 .869

주말에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2.29 1.480

멘토링 활동 시간이 충분하다 3.37 1.030

멘토-멘티가 원하는 시간에 멘토링이 진행되고 있다 3.92 .733

멘토

링

활동

멘티가 원하는 멘토링으로 진행하고  있다 3.92 .683

학습 주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3.95 .777

문화체험을 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 3.99 .808

학습멘토링 외 다른 활동도 필요하다 4.19 .784

어

려

움

멘티와 소통이 잘 되고 있다 3.92 .813

멘티가 자주 약속을 어겨 멘토링에 지장이 있다 2.55 1.247

멘티가 멘토링 활동에 극 이다 3.69 .895

멘티와 라포 형성이 잘 되었다 3.77 .766

멘토에 한 리가 잘 되고 있다 3.76 .750

피

드

백

상담

(피드

백)

멘티에 한 기본 자료가 제공 되었다 3.36 .945

멘토링 활동  문제 발생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 3.63 .850

멘티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 2.8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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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상담을 통한 문가들과의 지속 인 상담이 필요하다 3.30 .934

멘토들의 소통을 한 정기 모임이 필요하다 3.38 .828

멘토링 활동시 발생하는 문제를 피드백 받았다 3.21 .891

멘토링에 필요한 학습자료등 정보를 제공 받았다 3.25 .954

멘토링 활동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 받았다 3.52 .874

 2. 설문문항에 한 신뢰도 검증

   다문화멘토링 운  단계별에 따른 설문문항에 한 체 신뢰도는 44개 문항에  

Cronbach의 ⍺값이 .907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The reliability of the stages of management

    운  단계  만족도  문항 수 Cronbach의 ⍺
1 사 비 단계 14 .852

2 활동단계 21 .808

3 성찰  피드백 8 .772

4 만족도 10 .908

체 44 .907

 3. 설문조사 실시  인터뷰 실시 일정  방법

  

   설문조사는 K 학 멘토를 상으로 2015년 8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 다. 

Likert 5  척도를 활용하여 총 132부의 설문지  결측치가 많이 나온 3부를 제외한 총 

129부를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련자 인터뷰는 2015년 3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실시하 다. 상황

에 따라 개별면 과 FGI인터뷰를 병행하여 실시하 다. 면담 시간은 체 으로 1시간30분

에서 2시간까지 진행되었다. 등학생와 학생 멘티의 경우 학교 담당교사와 미리 연락을 

취한 후 학교를 방문하여 담당교사가 동석하여 인터뷰를 진행 하 다. 학부모와의 면담은 

이들과 친한 일반학부모가 동참하여 분 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하 다. 한국에서 생활하면

서 느끼는 어려움을 시작으로 자녀문제까지 자유롭게 화를 나 면서 자녀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멘토링에 해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내용에 한 동의를 

구한 다음 녹음 후 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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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집 결과의 분석 방법

   다문화멘토링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해 설문조사를 분석하

다. 설문지는 SPSS. 18을 활용하여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과 변인별의 특성을 기술통

계분석 하 다. 둘째, 신뢰도분석을 통해 다문화멘토링의 운 단계별에 따른 척도를 검증하

다. 셋째, 빈도분석  상 분석을 통해 운 단계별에 따른 문제   만족도를 악 하

다. 

   FGI 인터뷰와 개별 인터뷰한 면담내용은 1차 으로 녹음 내용을 그 로 사하 다. 그 

후 사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며 유사한 내용을 유목화 하여 핵심 키워드를 도

출하 다. 핵심키워드를 심으로 면담 내용을 정리하여 문제 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Ⅳ. 연구결과

A. 다문화멘토링에 한 SWOT 분석 결과

   다문화멘토링 활성화방안을 도출 하고자 선행연구와 문헌을 개 으로 SWOT분석하고 

구체 인 내용은 련자 인터뷰로 보완하 다. SWOT분석을 통해 내부요인(강 ·약 )과 외

부요인(기회· )을 악하여 강 과 기회는 강화하고 약 과  요소는 보완하여 활성

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SWOT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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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The SWOT analysis of multicultural mentoring

분석 강 (S) 약 (W)

문헌

분석

• 멘토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 

• 멘토와 멘티의 동반성장

• 멘토에게 활동비 지

• 산증가에 따른 양  증가

• 멘토가 학생으로 제한됨

  (재학 인 학생/휴학생 제외)

• 수요자 요구 조사 부재

자료수

집/분석

• 멘토의 사학습 기회 증가  

• 멘토들에게 국가근로장학  지

• 멘토링 내용의 부실화·획일화

• 인식  홍보의 부족

• 매칭의 어려움

• 운 비 미지

• 멘티 발굴의 어려움

• 멘토링 사각지  발생(농어 )

기회(O) (T)

문헌

분석

• 참여 상의 확 (유· · ·고) 

• 다양한 멘토 확보의 필요성 제기

• 국가근로장학  제도로 운

• 산에 따라 멘토가 확보되는 

   재정의 불확실성

자료수

집/분석

• 로그램의 다양화

• 새로운 운  모델 필요

• 사 교육 상자 확

• 운 의 획일화·정형화

• 다문화멘토링 의미 퇴색

• 멘토 심의 멘토링

⇩

SO 략
· 수요자 심의 멘토링 모형을 개발하여 멘토와 멘티의 상을 확 하고, 

멘토링 내용의 다원화·다양화 추진

SW 략
· 사 교육의 상자를 확 하여 다문화멘토링에 한 인식을 높이고 

멘토들에게 사학습 기회 제공  

OW 략 · 멘토링 운 을 한 운 비 지원  멘토 역량강화를 한 정기 교육 실시

OT 략 · 멘토 심의 멘토링에서 멘티 심 멘토링으로 패러다임 환
  

 

   SWOT분석 결과, 다문화멘토링의 강 은 멘토들의 다문화에 한 인식이 개선되었고 활

동비를 지 한 것이다. 한 멘토들의 사학습기회가 증가하 고 멘토와 멘티가 동반성장 

하 다. 약 으로는 국가근로장학 을  수 있는 학생으로 멘토를 제한해 농어  지역

은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 가 발생하고 있었다. 제 로 된 멘티에 한 수요

자 요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멘토링의 내용이 부실해 지고 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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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The details of the interview on awareness and publicity of mentoring

역 면담내용

인식

 

홍보

• 다문화 업무를 맡은 지 1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공문이 오면 각 학교에 달하는 

수 이었지 다문화멘토링에 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다. 사실 다문화담당 장학사들이 

다문화멘토링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 담당 장학사들도 교육이나 

워크 이 필요하다(김**장학사).

• 멘토를 리하고 배정하는 학 담당자들도 자주 바 다 보니 다문화멘토링에 한 

숙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업무를 수행하기 한 기술 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다문화멘토링에 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업무 처리를 하시는 

있었다. 다문화멘토링에 한 인식  홍보가 부족하여 멘티 발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회요인으로는 다양한 지역의 인 자원을 활용하여 멘토를 확보하고 참여 

상을 확 하는 것이다. 장학  운  시스템에서 벗어난 새로운 운 모델을 개발하여 

로그램의 다양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요인으로는 국가근로장학  제도로 인해 산에 

따라 참여인원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문화멘토링의 의미가 퇴색되고 수요자인 

멘티가 아닌 멘토 심 멘토링이란 비 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B. 다문화멘토링 련자 인터뷰 분석 결과

  

   SWOT분석은 다문화멘토링에 한 개 인 분석은 가능하지만 구체 인 운  황과 

문제 을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장에서 다문화멘토링을 운

하고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련자들을 인터뷰하여 단기 책이 아닌 장기 인 활성화 방

안을 제시 하고자 하 다.

 1. 다문화멘토링에 한 인식  홍보 부족

   경기도내의 다문화가정 학생  약 5%정도의 학생들만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

나 이 사업에 한 필요성과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와 마찬가지로 다

문화멘토링도 수요자가 있어야 가능한 활동이다. 그러나 학교선생님이나 부모님, 그리고 시

군 교육청 담당자들이 다문화멘토링 사업의 근본취지나 의미에 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학교에서 멘티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멘토링이 

시작되기 에 시군교육청 담당자와 교사를 상으로 다문화멘토링에 한 사 연수를 실

시하여야 한다. <표 6>는 멘토링 인식  홍보에 한 면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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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The details of the interview on the lack of a needs survey

역 면담내용

수요

자

요구

조사

부재

•국어도 원했지만 원래부터 수학도 원했어요. 학생이 수학을 원하는데 학생이 원하는 

것을 못하면 서로 시간 낭비잖아요. 아니면, 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물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이**멘티).
• 학교에서 정해진 교실에서 학습 주로 멘토링을 진행하라고 하니 학년의 경우 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울기도 하고 갑자기 가방 싸서 집에 가 버리기도 

하고요(이**멘토).
• 제가 베트남이어서 우리 애한테 베트남어를 가르쳐  선생님을 원했어요. 그런데 온 

멘토는 한 공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신청할 때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원한다고 했거든요(베트남 학부모).

• 선생님하고 그림 그리거나 만들기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매일 받아쓰기하고 

공부만 해서 하기 싫었어요(김** 멘티).

분이 얼마나 될까요?(차** 학담당자).

• 제가 보기에 다문화멘토링이 필요한 친구 같아서 부모님께 화하면 우리 애는 

공부방 보낼 거라고 거 하세요(심**교사).

• 제가 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원 사 나오신 선생님이 한번 해보라고해서 하게 

되었어요(멘티 이**).

•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멘티 발굴하기 에 학교 담당교사들 모아놓고 연수를 

하는 거 요. 학교담당교사들에게 멘토링의 요성과 의미를 달하면 멘토링 효과가 

달라질 거 요(임**: 교사)

• 정말 멘토링이 무엇인지 학교선생님과 학부모님들에게도 사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교 담당자 선생님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김**멘토). 

 2. 수요자 요구조사의 부재

   멘토링의 시작은 멘티의 요구조사가 선행되고 그 요구에 맞는 멘토를 배정하는 것이 원

칙임에도 실 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형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요구조사와 

실질 으로 멘티가 원하는 다문화멘토링에 한 요구가 다른 경우가 부분이다. 이로 인

해 흥미를 잃은 멘티들은 집 력이 떨어지고 멘토들은 멘티를 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멘토링이 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효과 인 멘토링이 되기 해서는 수요자의 요구조사

는 반드시 필요하다. 면담 내용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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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The details of the interview on difficulties in finding mentees

역 면담내용

멘티

발굴

• 정작 필요한 다문화가정에서도 멘토링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신청하라고 해도 

안하시거든요. 학교에서도 멘티 모집 하는 게 무척 어려워요(심**교사).

• 희 학교 같은 경우 학교잖아요. 아이들이 사춘기라 자신을 밝히는 것도 

싫어하고 뭐든 안한다고 해서 멘티를 발굴하는 것 진짜 힘들어요. 자발성이 

제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멘토링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임**교사). 

• 아이들이 밝히지 않으면 담임교사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엄마들도 

한국이름으로 개명 하잖아요. 학년은 그래도 좀 나은데 고학년은 정말 

힘들어요(한**교사).

• 매번 멘티 모집을 더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남아 있는 멘티에 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이**장학사)

• 농어 지역이나 거리가 먼 학교는 매번 멘토링을 신청해도 지원하는 멘토가 없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김**장학사).

 3. 멘티 발굴의 어려움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할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발굴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학년 멘티들의 경우 학교 담당교사가 심이 없는 경우 다문화멘토링이 무엇인지 몰

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춘기에 어든 멘티는 자신의 신분이 들어나는 것을 

꺼려해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교사들은 다문화멘토링의 취지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학부모나 다문화가정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하셨다. 한 

필요할 것 같아서 강제로 신청해도 한 두 번하다가 그만 두기 때문에 학생 멘토에게 미

안해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셨다. 다문화멘토링에 한 명칭을 변경하거나 활동 장소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면담 내용은 <표 8>과 같다.

 4. 매칭의 어려움 

   다문화멘토링의 기본은 멘티의 요구에 맞는 멘토를 배정해 주어야 효과 으로 진행 될 

수 있다. 그러나 재의 시스템은 각  학교의 멘티 발굴 따로, 학의 멘토 선발이 제각

각 진행되기 때문에 매칭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멘티의 요구에 맞는 멘토를 선발하여 

멘티에게 보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나 실은 멘토가 갈 수 있는 지역의 멘티만이 다

문화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멘토의 상을 학생으로 제한하다보니 학생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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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The details of the interview on matching

역 면담내용

매칭

• 멘티가 학생인 경우 어를 원했는데 배정된 멘토가 미술을 공한 디자인 

학부생이 오게 되는 경우 멘티가 원하는 멘토링이 아니라서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 멘티가 원하는 멘토를 배정하는 것은 요하다(임**교사).

• 사각지 인 농·어  지역은 방학동안이라도 멘토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이**장학사).

• 산이 안 남게 하기 해서는 멘토들이 원하는 곳으로 배정할 수 밖에 없어요. 

강제로 보내도 한 달 이내에 힘들다고 그만둬 버리면 우린 다시 멘토를 선발해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알면서도 멘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인근지역으로 보낼 수 밖에 

없어요(박** 학담당자). 

• 희 같은 경우에는 멘티가 없어서 선발한 멘토들을 다 매칭 못했어요. 작년에 했던 

학교에 화했더니 이미 다른 학교와 멘토링을 하고 있다고 해서요.(차** 학담당자).

• 농·어  멘티를 발굴해도 멘토가 가지 않는 사각지 가 많다(민**담당자).

•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멘토링 하러 가는 멘티 학교까지 왕복 4시간이 넘게 

걸려요. 힘들게 도착해서 멘토링을 진행하다보면 방 학교 문 닫을 시간이 되어 

버리는 거 요. 이동시간도 무 걸리고 교통비도 많이 나가는데, 정작 멘토링은 별로 

못하게 되니깐 은근 가까이에서 하는 멘토들이 부럽기도 하고요(이**멘토)

• 솔직히 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바로 갈 수 있는 곳을 원해요. 멘티가 원하는 

희망과목 보다는 거리를 먼  보죠(김** 멘토).

• 희도 인간 으로는 농어 지역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학교에서 매칭 할 

때 농어 을 지원하는 멘토에게 우선 순 를 주시거든요. 잘못하면 원하는 지역에 배정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이**멘토).

들이 학교 근처나 집 가까이에 있는 멘티를 선호 하다가 시간이 맞지 않으면 포기하기 때

문이다. 학의 입장에서도 서류심사와 면 을 통해 멘토를 선발했는데 막상 매칭을 하려

고 하면 멘티와 시간이 안 맞거나 무 멀어서 매칭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

로 농어 지역의 학교는 멘티를 발굴해도 멘토를 배정 받지 못해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 국가근로장학 을 지 하기 해 멘토를 학생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지역의 인 자원

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사 형태로 환하거나 병행을 한다면 사각지 를 일 수 있을 

것이다. 면담 내용은 <표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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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The details of the interview on the poor content of mentoring

역 면담내용

멘토링 

내용의 

부실화

• 도 작년에 신청하면서 멘토링을 음악, 요리, 미술 이런 것들을 잘하는 멘토들이 

희망하는 멘티들과 매칭되어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지 기 를 많이 했는데, 

학교에 막상 가니 완  딴 인 것에요. 무조건 앉아서 공부만 하라고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김**멘토).

• 제가 고2이고 어와 수학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참만에 연결된 선생님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국어라는 거 요(멘티 이**). 

• 사실 학생 멘토들이 와서 멘토링 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토링 하는 거 보면 진짜 부실하거든요. 2시간 멘토링하면 40분 공부하고 

나머지는 그냥 할 것 없어서 놀아요(심** 교사). 

• 우리애는 어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멘토는 디자인과 학생인지라 올 때마다 뭘 

만들 것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학생 남자아이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 

도망가죠(임**교사).

• 학년이 다른 멘티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 멘토링 하는 거 힘들어요. 학년도 다르고 

수 도 달라서 멘토링 수업 비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게 비한 것을 다 

하고 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멘티들이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해서 비한 것을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매번 콘텐츠 개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럴 때 회의감이 

많이 들죠(이**멘토).

•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들어  주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으로 했으면 해요(이** 멘티).

 5. 멘토링 내용의 부실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수 과 심 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경우 학습 주

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유에는 다문화멘토링이 학생 과외선생님을 보내주는 것으

로 오해하거나 다문화멘토링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학교로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

여진다. 이는 안정 으로 멘토링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정 인 면이 있는 반면에 활

동에 참여하는 멘티들은 학습보다는 활동 주의 멘토링을 원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반 되

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멘토들이 학생이다 보니 교 생이나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멘토의 역량에 따라 멘토링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

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멘토들이 학습동아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면담 내용은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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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The details of the interview on operating expenses

역 면담내용

운 비

• 각 학에 운 비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국가근로장학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각 학에 운 비를 지원 할 수 없는 상황이다(민** 담당자).

•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근로장학 만 주었지 그 외에 한 지원이 무 하다. 멘토 

교육은 엄두도 못 낸다(차** 학담당자).

• 학담당자들의 역할이 무 많은데 장학재단에서는 무조건 학담당자들의 희생을 

원한다. 여기에 한 지원이나 보상이 있어야 한다(박** 학담당자).

 6. 운 비 미지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문화멘토링은 멘토와 멘티 상호간에 정 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멘토링의 효과성을 높이기 한 하나의 방안으로 멘토들의 역량을 강화하

는 것이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멘토가 다문화멘토링 활동에 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멘토의 역량을 강화하기 한 정기 인 교육과 모임이 지속 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국가근로장학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운

비 지원은 무한 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 다문화멘토링 운 비에 한 독립된 재원을 마

련하여 지원해야 한다. 면담 내용은 <표 11>과 같다.

 

 7. 국가근로장학  형태로 진행

   다문화멘토링은 학생 멘토들에게 활동비로 국가근로장학 을 지 하게 된다. 이것이 

장 이자 단 이 되고 있다. 장 으로는 멘토들에게는 여타의 아르바이트보다 높은 시간당 

활동비를 지 하여 멘토링 참여 동기가 된다. 단 으로는 첫째, 국가근로장학 으로 운 되

다보니 멘토가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 인 학생으로 제한되어 다양한 인 자원을 가진 멘

토 확보가 어렵다. 둘째, 학은 국가근로장학  사업비를 소진하기 해 수요자인 멘티 보

다는 보낼 수 있는 멘토를 심으로 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농어  지역은 사각

지 로 남게 된다. 면담내용은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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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The details of the interview on offering national labor scholarship

역 면담내용

근로

장학  

형태로 

진행

• 처음 시작할 때는 부분 멘토들이 시간당 시 이 높아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면 그냥 그만 두는 거 요.(이** 멘토)

• 해마다 학담당자들이 자주 바 고 새로 사업에 참여하는 학들이 많아지고 있다. 

다문화멘토링도 국가근로장학 으로 운 되다보니 담당자들 부분이 장학  업무를 

맡고 계신분들이다(차** 학담당자). 

• 산이 안 남게 하기 해서는 멘토들이 원하는 곳으로 배정할 수 밖에 없어요. 

강제로 보내도 한 달 이내에 힘들다고 그만둬 버리면 우린 다시 멘토를 선발해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알면서도 멘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인근지역으로 보낼 수 밖에 

없어요(박** 학담당자). 

• 흰 불용이 남는 게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산도 상반기에 60% 지 하고 실 에 

따라 나머지를 지 하는 거 요. 불용이 안 생기게 리를 할 수 밖에 없어요.(민** 

담당자).

   다문화멘토링 련자 인터뷰 결과, 교육청  학교담당자는 홍보  인식 부족으로 멘

티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멘티 확보를 한 멘토링에 한 인

식 확산  홍보 강화를 해 사 교육 상자를 멘토에서 학교담당교사와 학부모까지 확

하여야 한다고 하 다. 학담당자은 매칭과 운 비가 지 되지 않아 운 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 다. 국가근로장학  사업으로 운 되다보니 국가근로장학 만 배정되고 멘

토링 운 과 련된 멘토 교육이나 문화체험에 한 산 지원은 무 하 다. 정부차원에

서 다문화멘토링 운 비에 한 독립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주기를 원했다. 교사와 학

부모, 멘티는 수요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멘토가 배정되고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기를 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 다문화멘토링 참여 멘토 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FGI 인터뷰을 통해 련자들이 느끼는 운  황에 한 문제 을 다문화멘토링에 참여

하고 있는 멘토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는 리자가 바라보는 다문화멘토링 운 방안과 다문화멘토링에 직  참여하는 멘

토가 생각하는 방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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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Evaluation results for the preparatory stage

N ( %)

번

호
  문 항 내 용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

그

지않

다

매우

그

지 

않다

합계

(%)

1 다문화멘토링에 한 홍보가 잘 되어 있다
13

(10.1)

52

(40.3)

47

(36.4)

17

(13.2)
　

129

(100)

2
학에서 다문화멘토링에 한 홍보를 잘 

하고 있다

22

(17.1)

42

(32.6)

58

(45.0)

7

(5.4)

129

(100)

3
멘토링 활동 련하여 학교나 부모님이 

알고 있다

39

(30.2)

60

(46.5)

22

(17.1)

7

(5.4)

1

(0.8)

129

(100)

4 멘토 선발시 면 을 실시하 다
70

(54.3)

48

(37.2)

11

(8.5)
　

129

(100)

5 멘토링에 한 멘티 교육이 필요하다
45

(34.9)

57

(44.2)

26

(20.2)

1

(0.8)

129

(100)

6
학교 담당교사에 한 멘토링 교육이 

필요하다

49

(38.0)

53

(41.1)

24

(18.6)

3

(2.3)

129

(100)

7 멘티 부모에 한 멘토링 교육이 필요하다
38

(29.5)

61

(47.3)

26

(20.2)

4

(3.1)

129

(100)

8 다문화멘토링에 한 사 교육을 받았다
70

(54.3)

50

(38.8)

8

(6.2)

1

(0.8)

129

(100)

9
사 교육을 통해 다문화멘토링에 한 

이해가 높아졌다

52

(40.3)

59

(45.7)

18

(14.0)

129

(100)

10 멘티 교육과정에 맞는 소양교육을 받았다
30

(23.3)

52

(40.3)

35

(27.1)

11

(8.5)
　

129

(100)

 1. 사 비단계 

   사 비단계에서 살펴본 평가요소는 홍보, 매칭, 사 교육이다. 홍보는 한국장학재단 

50.4%, K 학교 49.7%로 약 반 정도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칭의 경우 67.4%

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멘토의 입장에서 본 만족도이기 때문에 멘티의 입장에서 조

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사 교육도 담당교사  학부모, 멘티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하 다. 이러한 결과는 련자 인터뷰와 동일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다문

화멘토링 사 교육 상자를 확 하여 실시하는 등 극 인 홍보가 필요하다. 한 매칭

에 있어서 수요자의 요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 다. 설문 결과는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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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기 인 멘토 교육이 필요하다
30

(23.3)

68

(52.7)

26

(20.2)

2

(1.6)

2

(1.6)

129

(100)

12 매칭이 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32

(24.8)

55

(42.6)

34

(26.4)

7

(5.4)

129

(100)

13
멘티가 희망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는 

멘토가 배정되었다.

34

(26.4)

59

(45.7)

28

(21.7)

7

(5.4)

129

(100)

14 멘토가 원하는 멘티로 배정되었다.
29

(22.5)

62

(48.1)

29

(22.5)

　9

(7)

129

(100)

<표 14> evaluation results for the acting-out stage

N ( %)

번

호
  문 항 내 용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

그

지않

다

매우

그

지 

않다

합계

(%)

1
원하는 장소에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46

(35.7)

52

(40.3)

23

(17.8)

7

(5.4)

1

(0.8)

129

(100)

2
다른 과 같은 공간에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23

(17.8)

41

(31.8)

21

(16.3)

20

(15.5)

24

(18.6)

129

(100)

3 멘토가 원하는 근거리로 배정되었다
35

(27.1)

45

(34.9)

31

(24.0)

9

(7.0)

9

(7.0)

129

(100)

4
학교에서 독립된 멘토링 장소를 배정해 

주었다

26

(20.2)

52

(40.3)

25

(19.4)

17

(13.2)

9

(7.0)

129

(100)

5 학교에서 멘토링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43

(33.3)

59

(45.7)

19

(14.7)

5

(3.9)

3

(2.4)

129

(100)

6 학교가 아닌 곳에서 활동하기를 원한다. 18 28 43 18 21(16. 129

  

 2. 활동단계 

   활동단계에 한 평가 요소는 장소, 시간, 멘토링 활동, 어려움이다. 장소와 시간은 부

분 학교에서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멘토링이 진행되고 있었다. 멘토링 활동 내용을 살

펴보니 76%가 학습 주로 진행되고 있었다. 73.6%는 문화체험을 재 보다 늘려야 한다고 

하 고, 84.8%가 ‘학습멘토링’ 외에도 다른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뷰에서 나온 멘토링 내용의 부실화와 맥을 같이 한다.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다문

화멘토링 로그램이 학습멘토링 주로 획일화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

문화멘토링이 다양화·다원화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4>은 활동단

계 평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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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1.7) (33.3) (14.0) 3) (100)

7 멘티가 원하는 시간에 진행하고 있다
47

(36.4)

56

(43.4)

23

(17.8)

2

(1.6)

129

(100)

8 멘토가 원하는 시간에 진행하고 있다
32

(24.8)

58

(45.0)

29

(22.5)

9

(7.0)

1

(0.8)

129

(100)

9 주 에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64

(49.6)

49

(38.0)

10

(7.8)

2

(1.6)

3

(2.3)

129

(100)

10 주말에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17

(13.2)

14

(10.9)

19

(14.7)

17

(13.2)

61

(47.7)

129

(100)

11 멘토링 활동 시간이 충분하다
19

(14.7)

38

(29.5)

45

(34.9)

21

(16.3)

4

(3.1)

129

(100)

12
멘토-멘티가 원하는 시간에 멘토링이 

진행되고 있다

24

(18.6)

63

(48.8)

27

(20.9)

3

(2.3)

129

(100)

13
멘티가 원하는 멘토링 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21

(16.3)

80

(62.0)

23

(17.8)

5

(3.9)

129

(100)

14 학습 주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29

(22.5)

69

(53.5)

24

(18.6)

6

(4.7)

129

(100)

15 문화체험을 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
36

(27.9)

59

(45.7)

30

(23.3)

3

(2.3)

1

(0.8)

129

(100)

16 학습멘토링 외 다른 활동도 필요하다
47

(36.7)

62

(48.1)

17

(13.2)

3

(2.3)

1

(0.8)

129

(100)

17 멘티와 소통이 잘 되고 있다
31

(24.0)

61

(47.3)

31

(24.1)

6

(4.7)

129

(100)

18
멘티가 자주 약속을 어겨 멘토링 활동에 

지장이 있다

9

(7.0)

23

(17.8)

32

(24.8)

32

(24.8)

33

(25.6)

129

(100)

19 멘티가 멘토링 활동에 극 이다
23

(17.8)

55

(42.6)

37

(28.7)

13

(10.1)

1

(0.8)

129

(100)

20 멘티와 라포 형성이 잘 되고 있다
21

(16.3)

62

(48.1)

40

(31.0)

5

(3.9)

129

(100)

21 멘티 리가 잘 되고 있다
19

(14.7)

64

(49.6)

41

(31.8)

5

(3.9)

129

(100)

 3. 성찰  피드백 단계 

   성찰  피드백 단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멘티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가 31.8%,  ‘멘티에 

한 기본 자료 제공’은 47.3%, ‘멘토링 활동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는 58.9%, ‘피드백

을 받았다’는 32.5%만이 ‘그 다’라고 응답하 다. 다문화멘토링 활동이 성공하기 해서는 

멘토들에게 수퍼바이 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는 학의 부분

이 장학지원  내지는 사회 사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멘토들이 도움을 받을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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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evaluation results for the acting-out stage

N ( %)

번

호
  문 항 내 용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

그

지않

다

매우

그

지 

않다

합계

(%)

1 멘티에 한 기본 자료가 제공 되었다
12

(9.3)

49

(38.0)

43

(33.3)

21

(16.3)

4

(3.1)

129

(100)

2
멘토링 활동  문제 발생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

17

(13.2)

59

(45.7)

43

(33.4)

8

(6.2)

2

(1.6)

129

(100)

3 멘티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
9

(7.0)

32

(24.8)

40

(31.0)

30

(23.3)

17

(13.2)

129

(100)

4
상시상담을 통한 문가들과의 지속 인 

상담이 필요하다

14

(10.9)

35

(27.1)

57

(44.2)

19

(14.7)

3

(2.3)

129

(100)

5
멘토들의 소통을 한 정기 모임이 

필요하다

14

(10.9)

34

(26.4)

64

(49.6)

14

(10.9)

129

(100)

6
멘토링 활동시 발생하는 문제를 피드백 

받았다

11

(8.5)

31

(24.0)

63

(48.8)

22

(17.1)

2

(1.6)

129

(100)

7
멘토링에 필요한 학습자료 등 정보를 

제공 받았다

12

(9.3)

35

(27.1)

61

(47.3)

15

(11.6)

6

(4.7)

129

(100)

8
멘토링 활동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 

받았다

19

(14.7)

39

(30.2)

60

(46.5)

10

(7.8)

1

(0.8)

129

(100)

거의 없다. 멘토들이 활동을 통해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어려움을 피드백 받을 수 있

는 담부서나 문인력이 필요하다. <표 15>는 성찰  피드백 단계의 설문 결과이다. 

 4. 만족도 

   만족도에 한 평가 요소는 목표, 멘토와 멘티의 성장, 상호작용, 로그램에 한 만족

도로 구성하 다. 다문화멘토링에 목표는 ‘다문화멘토링에 한 의미’를 알고 있다 89.9%, 

‘다문화에 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89.2%가 ‘그 다’라고 응답하여 다문화멘토링이 다

문화에 한 인식제고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멘토링 활동을 

‘통해 멘티가 성장했다’ 67.5%, ‘멘티와 좋은 계를 형성하 다’ 82.5%, ‘멘토-멘티가 동반성

장 했다’ 69%만이 ‘그 다’라고 응답하 다. ‘ 로그램에 한 만족도’는 77.5%가 ‘그 다’라

고 응답했고,  84.5%가 장학 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 는데, ‘그 지않다’와‘ 매우 그

지않다’가 0%로인 것은 멘토들에게 국가근로장학 이 다문화멘토링 활동에 크게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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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Satisfaction level with multicultural mentoring

N ( %)

번

호
 문 항 내 용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

그

지않

다

매우

그

지 

않다

합계

(%)

1
멘토링 활동을 통해 다문화 멘토링에 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31

(24.0)

85

(65.9)

13

(10,1)

129

(100)

2 다문화에 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34

26.4

81

62.8

13

(10,1)

1

0.8

129

(100)

3 멘토링에 참여한 멘티가 성장하 다
18

(14.0)

69

(53.5)

38

(29.5)

4

(3.1)

129

(100)

4
멘티가 멘토링 활동기간 동안 멘토의 

지도를 잘 따랐다

46

(35.7)

60

(46.5)

21

(16.3)

2

(1.6)

129

(100)

5 멘토링 활동이 보람 있고 만족스럽다 
46

(35.7)

56

(43.4)

25

(19.4)

2

(1.6)

129

(100)

6 멘토와 멘티가 동반성장 하 다
33

(25.6)

56

(43.4)

38

(29.5)

2

(1.6)

129

(100)

7 멘토링 활동 자체가 재미있었다.
33

25.6

67

(51.9)

25

(19.4)

4

(3.1)

129

(100)

8 멘토링이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12

(9.3)

35

(27.1)

61

(47.3)

15

(11.6)

6

(4.7)

129

(100)

9 멘토링 지원체계가 좋았다.
34

26.4

56

(43.4)

35

(27.1)

4

(3.1)

129

(100)

10 장학 이 도움이 되었다
51

(39.5)

58

(45.0)

20

(15.5)

129

(100)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는 만족도 설문 문항  결과이다.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멘토들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인터뷰과정에서 도출된 문제

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사 비단계에서는 다문화멘토링에 한 홍보가 부족하

고, 사 교육 상자를 학교담당자와, 학부모에게 확  실시해야 하고, 매칭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해 사 교육 상자를 확 하고 의무화해야 한다 . 활동단계에서는 

학교라는 장소  시간  제약, 학습 주의 멘토링으로 인한 멘티 통제의 어려움이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한 인터뷰 과정에서 제기된 멘토링 내용의 부실화로 수요자의 

요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성찰  피드백 단계에서는 멘토들이 멘토의 역량

강화와 문제해결에 극 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멘토링이 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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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부실화 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한 극 인 개입을 해 문가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멘토링에 한 만족도는 목표에 한 인식은 높고, 장학 이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는

데 동기 유발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다문화멘토링의 활성화 방안

A. 다문화멘토링 추진 체계에 한 활성화 방안

 1. 장학 제도가 아닌 자원 사 형태로 멘토링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문화멘토링는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학생들을 

멘토로 선정하여 그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상으로 진행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사회와 연계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의 멘토링의 경우 순수한 자원 사에 의미

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자발 인 사의 의미가 큰 멘토링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시간당 

활동 시간에 따라 근로 장학 이 지 되는 재 구조는 학생들에게 장학 을 지 하기 

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다. 멘토링 활동에 해 가를 지 하는 일은 멘토링의 

근본 취지에 어 난다. 장기 이고 지속 인 멘토링이 되기 해서는 다문화멘토링도 근로 

장학  지  형태가 아닌 자원 사 형태로 환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다양한 인

자원을 멘토로 활용 할 수 있고 사각지 에 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것이 실 으로 어

렵다면 두 가지 형태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안이 될 수 있다.

 2. 획일화에서 다양화·다원화 된 멘토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휴먼네트워크에서 진행되는 각종 멘토링을 살펴보면 상과 지역, 환경에 따라 다양한 

멘토링이 운 되고 있다. 기 별로 특색에 맞게 운 하다보니 멘토링에 한 만족도가 매

우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멘토링의 경우 장학 제도의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각 학의 특

성과 지역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거의 모든 학들이 다문화멘토링을 획일 으로 운

하고 있다. K 학교의 경우 입학처와 함께 실시했던 다문화가정 출신의 학생이 멘토가 

되고 다문화가정 출신 ·고등학생이 멘티가 되는 자원 사 형태인 ‘동행 멘토링’을 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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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멘토, 멘티에게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이제는 수요자 심의 다양화·다원화 형태로 

멘토링을 운 하여야 한다. 

 3. 공 자 심이 아닌 수요자 심인 맞춤형 멘토링으로 환 되어야 

한다.

   멘토링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 인 ‘ 계’를 기반으로 하며 사회  기능을 포함하여 멘토

의 역량을 강조하는 사학습(Service Learning)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멘토링은 문

제해결이나 성 향상과 같이 특정한 목표보다는 인 인 발달과 성장에 목표를 둔다(김지

연, 2010).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하는 다수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한국어 미숙으로 학습

과 한 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다 보니 멘토링의 많은 부분이 학습지도에 지원되고 있

었다. 1:1로 혹은 멘티2 ̴3명에 멘토 한명이 한 이 되어 과외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

교육이나 학습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멘토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청소년에 비해 불리

한 입장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고등학생들에게 학습지원도 요하지만 이미 격차가 벌

어진 학업에 치 하기 보다는 이들의 장 을 살릴 수 있는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업

에 흥미를 잃어버린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공부를 강요하기 보다는 운동이나 체능 

련 멘토링을 진행하거나 진로․직업 교육과 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 이나 

한국어가 서툰 유아들에게는 동화구연이나 독서지도 등 상에 따라 멘토링의 내용도 달라

져야 한다. 

B. 다문화멘토링 운 체계에 한 활성화 방안

 1. 다양한 운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문화멘토링이 국 학으로 확 된 2011년 42개 학에서 2015년에는 82개 학에 멘

토만 4,510명으로 양 으로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양 증가에 비해 운 은 정형화·획

일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공교육안으로 진입하는 다양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기 해서는 다양한 운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체능에 소질을 보이는 

멘티에게는 지속 으로 지도해  수 있는 지역의 재능기부자를 멘토로 매칭 시켜주고, 사

각지 에 놓인 멘티들에게는 방학을 이용한 멘토링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로 

장소가 제한되고, 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는 재 멘토링에서 벗어나 멘티의 호기심과 

재능을 키워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멘토링 운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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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다문화멘토링은 일반멘토링과 달리 다문화에 한 문성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정의 유

형도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크게 나뉘고 국제결혼가정

도, 국내출신, 국외출신, 도입국자년, 재혼가정 자녀들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각 학에서 

멘티에게 멘토를 배정할 시 이러한 고려사항이 충분히 반 되지 않은 상태로 매칭이 이루

어지고 있다. 다문화센터가 있는 몇 개의 학을 제외하고는 다문화멘토링 업무는 학생처

나 장학지원 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멘토링은 매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인 리와 상담을 요한다. 물론 멘토의 역량에 따라 멘토링의 효과성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다문화멘토링은 여타의 멘토링

보다 더 문 인 지식을 요한다. 각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견 되듯이 다문화멘토링을 

담할 수 있는 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3. 운 비를 지 해야 한다.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무화 되었던 12%의 응투자

이 2014년부터는 학 자율에 의해 정하도록 하 다. 그러자 부분의 학의 경우 응

투자 이 없는 상황에서 다문화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운 상의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멘토링은 매칭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인 

상담과 정기교육, 체험활동 등 지속 인 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 으로는 멘토들에 

한 근로장학  외에는 지원이 무한 상황이다. 이에 효과 으로 다문화멘토링을 운 하

기 해서는 근로장학  외에도 멘토링 운 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Ⅵ. 결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진로  직업 선택에 있어서 불평등한 사회계층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 해결책으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교육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미래를 비하는 

요한 일이다. 정부도 교육격차를 이기 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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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도 그 의 하나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기 한 다문화멘토링이 

멘티의 교육  측면보다는 멘토의 재정  지원 심으로 운 되고 있다는 비 을 받아오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멘토링의 운 황과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 다문화멘토링의 가장 큰 성과는 근로장학 을 지 하면서 양 으

로 확 된 이다. 멘토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 으로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형이나 나 혹은 

선생님, 혹은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멘티들의 삶에 정 인 기여를 했다는데 있다. 그러나 

국가근로장학 으로 운 되면서 멘토가 학생으로 제한되고 이로 인해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부모나 학원생 등 뛰어난 역량을 가진 멘토들이 배제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멘티

의 경우도 , , 고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다보니 유치원생과 속도록 늘어나고 

있는 학교밖 도입국청소년들은 멘토링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자원 사라는 근본취지에 맞게 운 되고 있는지에 한 고민이다. 다문화멘토링은 타 멘토

링에 비해 많은 활동비가 지원된다. 활동비 지원은 우수한 멘토들을 모집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은 될 수 있지만 자원 사라는 멘토링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야 할 때이다. 

   단기간에 멘토링의 효과를 보기 해서는 멘토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 교육 상자를 확

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산 지원이 축소되어도 지속 가능하기 해서는 자원

사가 가능한 지역의 인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되어야 한다. 이는 멘티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멘토가 확보되어 농·어  지역의 사각지 를 지원할 수 있고 멘토링의 취지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 으로 순수한 자원 사로 가기

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근로장학  형태와 자원 사 형태로 병행하는 방안도 

있다. 다문화멘토링의 단기 인 효과가 아닌 장기 인 차원을 해 멘토 심의 공 자 

심의 패러다임에서 멘티의 요구에 맞는 멘토를 선발하는 수요자 심의 멘토링 패러다임으

로 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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