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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논문은 지역사회 트 쉽을 한 미술 멘토링에 한 연구로서 

로그램 참여 구성원들이 갖는 기 가치를 분석하고 참여과정에서의 경험

들을 토 로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며 미술 멘토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 을 둔다. 실제 참여 구성원들의 기 가치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이들이 참여 목 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아보고, 지역사

회 트 쉽을 한 미술 멘토링의 가능성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 멘토링에 한 구성원들의 기 가치는 어떠한가? 로그램 구성

원들의 기 를 인지하고 참여 목 에 따른 유사 과 차이 을 도출한다. 둘째, 

구성원들은 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심층 면담을 통

해 경험의 과정을 이해하고 미술 멘토링의 가능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악

한다. 셋째, 지역사회 트 쉽을 한 미술 멘토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실제 진행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로그램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

질 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계획  운 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 가치와 경험에 한 심층 면담 상은 연구자가 실시한 로그램 

구성원 28명으로 미술 멘토 4명, SPO 6명, 멘티 11명, 학교 선생님 3명, 

멘티 부모 3명 그리고 멘토링 실무자 2명이다. 수집된 자료들은 개방형 

코딩(open coding)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 멘토링 구성원들의 기 가치 상이 을 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로그램을 ‘미술의 멘토링(mentoring of art)’으로 보는 경우

와 ‘미술을 통한 멘토링(mentoring through art)’으로 생각하는 두 분류

로 구분할 수 있었다. 둘째, 미술 멘토링의 비 미술 교사 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 다. 멘토들은 교육자로서 혹은 그들의 직업역할에서의 

인식의 성장을 발견하 다. 셋째, 청소년들을 한 인성교육으로서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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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다. 청소년 문제들에 한 안으로 인성교육이 요시 되고 있는 

오늘날, 기존 미술 수업과 달리 화, 돌 , 개별 지도, 심과 배려와 같

은 인성  요소들이 특징인 미술 멘토링은 이러한 사회  요구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넷째, 미술 멘토링은 미술 교과의 사회  정당성

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경험하고 생

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미술교육이 그간 소홀히 다루어지던 부분

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기존 멘토링에 한 연구는 양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멘토링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해 수치  해석에 치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는 연구결과와 참가자들의 경험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실제 로그램 

참여자들을 찰하고 그들의 의견과 경험을 기록, 면담, 분석하 다. 이

는 아직까지 미술 분야에서 활성화 되지 않은 멘토링 사업에 사례를 제

시하고 이를 활성화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 어  : 미술 멘토링, 학과 지역사회 트 쉽, 기 가치, 비 교사  

         교육, 인성교육 

학   번 : 2012-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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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구의  목

  

   최근 멘토링에 한 사회  심과 요구가 고조되면서, 학습 멘토링, 

취업 멘토링, 진로 멘토링, e-멘토링 등 여러 단체와 기 에서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꾸 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멘토링 구성원인 멘토

(mentor)와 멘티(mentee)는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 계로, 인간 계 안에

서 이루어지는 계 심 훈육법이 특징이다(안혜리 외, 2013)1). 

  이와 같이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 요한데, 지속 이고 원활한 운

을 해 각자의 기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충족해야 한다

(Cantor, N, 2006). A Maurrasse, D. J(2002: p.30)는 “지속 이고 성숙된 

멘토링을 해서 구성원들 모두 이 이 있어야 하며 이는 면 히 분석되

어야 한다”고 언 하고 있다. 한 Miller, P. M., & Hafner, M. 

M.(2008: p.14)의 연구에서도 “ 로그램 만족도를 해 실시  구성원 

각자 추구하는 이 과 기 가치를 면 히 아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멘토링 련 선행 연구들은 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한 연구들2)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진행한 로그램을 

바탕으로, 참여 구성원들을 심층 면담하여 미술 멘토링에 한 기 가치

1)  멘토(mentor)는 도움을 주려는 사람, 멘티(mentee)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
미한다(이 진, 2010). 

2)  멘티의 변화에 한 연구들로는 개인의 특성 변화(김순규·이재경, 2007; 박 선, 
2000; 방진희, 2004; 최경일, 2008; 한동주, 2007; Linnehan, 2001), 학업분야에서의 변

화(김순규·이재경, 2007; 박경민, 2008; McPattland, & Nattles, 1991), 계성의 향상
( 미진, 2003; Rhodes, Haight, & Briggs, 1999), 문제행동의 감소(Aseltine, Dupte, 
& Lamlein, 2000; Beier, Rosenfeld, Spitalny, Zansky & Bontempo, 2000; Jackson, 

2002)등 멘티의 심리, 사회, 학업의 다각  측면에서 변화가 연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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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고, 경험의 질  고찰을 통해 참여자들의 정  변화 경험을 

확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로그램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

질 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계획  운 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이처럼 각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경험을 질 으로 분

석함으로써 멘티, 멘토, SPO, 멘티 부모, 실무자의 에서 참여 과정에

서 경험한 변화의 구체  내용과 그러한 변화에 향을 미친 요인들을 

악하고자 한다. 멘토와 멘티가 서로 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질

(quality)이 어떠한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 인 과정이기 

때문에(정학재, 1998; 조성종, 1995; 이소임, 2002), 계경험 과정에 한 

분석은 멘토링 로그램 평가에 필수 이다. 

  실제로 사  · 사후 검사나 설문지와 같은 양  연구 방법을 통한 

로그램 효과성을 검증은 연구 결과와 참여자들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연

구 한계를 보이고 있다(박 선·이세용·권 진, 2007; 신윤희·안양희, 

2009). 한 Royae(1998: p.15)는 “멘토링 로그램의 정  변화를 발

견하기 해서 멘토링 계의 질 (quality)평가를 한 표 이나 구체  

방법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Slicker와 

Palmer(1993)는 멘티가 인식하는 주  측면에서 멘토링 계의 질

(quality)을 분석함으로써 기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정  변화를 발견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즉 멘토링 로그램에 한 평가를 진행하기 해

서는 멘토링 계과정에 한 질  분석이 동반 되어야 한다(Thompson 

& Kelly-Vance,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술 멘토링에 한 구성원들의 기 가치는 어떠한가?

둘째, 멘토링 구성원들은 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셋째, 지역사회 트 쉽을 한 미술 멘토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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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 내 용

  멘토링 구성원들이 로그램에 갖는 기 가치를 알아보고, 그들의 경

험 분석을 통해 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며, 이를 토 로 지역

사회 트 쉽을 한 미술 멘토링 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은 이론  배경으로, 멘토링, 학과 지역사회 트 쉽에 해 고

찰한다. 첫째, 멘토링에 한 이론으로, 개념과 유형을 검토하고, 국외, 

국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례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토 로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기능과 효과가 있는지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미술 멘토링의 교육  효과에 해 고찰한다. 둘째, 멘토링 로그램 활

성화를 한 학과 지역사회 트 쉽 이론으로 그 계와 연구 황을 

제시하며 국외 사례  학과 공립학교가 력해서 8년간 술 교육을 

지속하고 있는 아트 리지(ArtBridge)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로그램

의 경우 로그램의 효과성이 인정되어 정부의 재정  지원 아래 미국 

역으로 확 되었다. 이러한 사례 고찰은 단기 으로 시행되며 체계성

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국내 멘토링 로그램에 시사 을 제공할 것이

다. 

  Ⅲ장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본 논문이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되었는지 

제시한다. 멘토링과 학-지역사회 트 쉽에 하여 양  연구 방법론

을 이용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그러한 연구 방법론이 어떠한 한계 이 

있는지 알아보고, 본 연구에서 질  연구 방법론 사용이 필요한 이유들

을 제시한다. 이후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정리하고, 인터뷰  연구자와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부터 자료의 정리 그리고 개방형 코딩을 

사용한 자료 분석까지 연구 진행 상황  자료 분석 과정들을 검토하

다.

  다음으로, Ⅳ장에서는 로그램 실시  어떠한 과정과 논의들이 있었

는지 서술하 으며, 구체 으로 수업의 커리큘럼들이 어떠한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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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갖고 있는지 제시하 다. 이와 함께 구체 인 수업 목표  지도 

방향을 서술하 다. 한 각 활동들에 한 학생  구성원들의 반응들

도 고찰하 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미술 멘토링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의 의견을 

‘개방  코 ’ 방법을 이용, 미술 멘토링에 한 기 가치와 경험들을 ‘생

생한 참여자들의 소리’로 탐색하 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실시한 로그램의 효과성을 고찰하고 ‘미술 멘토링’과 ‘ 학-지역사회 

트 쉽’의 요성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3 .  연구의  요 성  

   지역사회 내에서 학의 역할이 요해지는 가운데, 청소년들을 한 

따뜻한 정서  돌  방안으로 멘토링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본 연구의 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그램에 한 기 가치와 경험을 참여 구성원들의 생생한 경

험과 그 경험으로 만들어 내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멘토링과 

지역사회 트 쉽에 한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설문형식과 사  · 사

후 검사와 같은 양 연구들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 결과

와 참여자들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한계들을 보이고 있다. 멘토와 멘티의 

계 경험이 요한 멘토링이라는 활동이 가지는 복합성과 정서  변화

가 동반되는 미술학습경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심층면담을 통한 다양

한 측면의 총체  경험의 이해가 요하다.

  둘째, 국내에서 진행된 미술 멘토링 사례 분석으로 후속 연구의 기본

인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국내 미술 멘토링 련 연구는 석사학

논문으로 이 진(2010)의 연구와 안혜리 외(2013)의 학술 논문 두 편이 

부로 미술 멘토링 연구는 시행 기이다. 따라서 연구 기획과정에서부

터 로그램 내용 마지막 활성화 방안까지, 로그램 반을 고찰한 본 

연구는 미술 멘토링 로그램 기획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새로운 미술 교육 패러다임 제시에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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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95년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지역별로 미술 , 박물 , 도서 , 

문 회  등 공공문화 기반 시설이 많이 설립되어 지역사회와 술교육 

차원에서 트 쉽(partnership)이 논의되어 왔다. 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면서 이제 미술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공간과의 트 쉽 연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교육과 연계된 

지역사회 문화기 들이 로그램의 빈곤, 문 인력의 부족, 재정  열악

함으로 충분한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 술 

향수를 한 역할과 기능을 제 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김형숙, 

2009).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미술 교육 공생들의 멘토링에 참여

로 문 인력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기 의 지원

과 력을 통한 로그램의 다양성을 고찰하 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긴 한 트 쉽을 구축한 본 논문은 미술 교육의 정상화와 함께 지역사

회 구성원들의 문화  감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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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 론  배 경

1 .  멘토링의  특 징 과  효 과

 1 )  멘토링의  유 형

  도움을 주려는 사람(멘토, mentor)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멘티, 

mentee)의 계인 멘토링은 수백 년 동안 거의 모든 시 와 문화에서 

존재해왔다. 도움을 주는 인간 계로, 부모-자녀, 스승-제자, 상사-부하

의 계에서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라톤을 지도했던 모습이나, 부

족사회에서 나이든 어른이 부족한 은이들을 지도하는 것, 도제 계 등

이 그 들이다. 근 에 이르러 다양한 조직체나 회사, 사회단체, 학교 

등의 여러 집단에 의해 다시 이러한 계를 주목받고 있다. 

   멘토링 구성요소는 인  구성요소와 내용  구성요소로 나뉜다. 인  

구성요소로는 멘토(mentor), 멘티(mentee), 멘토링 리자(coordinator)로, 

멘토는 정 인 자아상과 건 한 가치 을 멘티에게 심어주고, 사회 내

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성인으로서의 역할모델을 제시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채형일, 2001; 서민정, 2010). 한 멘티의 

개별 , 가족 , 사회  특성  상황을 악하고 정서  지원을 해야 한

다(서혜석, 김근곤, 2008). 멘티는 도움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이

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기 해 역량강화가 필요한 모든 개인

으로 볼 수 있다. 멘토링 리자는 멘티와 멘토를 연결시키며 멘토를 도

와 로그램의 계획 하고 내용 구성 과정에 참여하며 이것을 리 · 감

독하는 자이다(이소래, 2003). 

  와 같이 일반 으로 논의되는 인  구성요소인 멘토, 멘티, 멘토링 

리자 외, 멘티가 청소년인 경우 멘티 보호자와 멘티 학교 선생님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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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에 포함해야 한다. 이는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 로그

램 참여에 있어 부모  학교 선생님의 의견  동의가 필수이므로 멘티 

보호자와 멘티 학교 선생님도 인  구성요소에 포함된다고 본다. 

  내용  구성요소에는 개별 로그램, 집단 로그램, 멘토 교육 그리고 

멘토 슈퍼비 이 있다. 먼  개별 로그램은 멘토와 멘티가 일 일 만남

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상담, 공감  계 형성, 공동 여가  문

화 활동, 인성  특기지도, 학습지도 등으로 구성된다. 집단 로그램은 

집단을 이루어 진행되는 로그램으로 특기지도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정서함양과 문화  소외감 해소를 목표로 진행된다. 멘토 교육은 멘토링 

로그램 실시  멘토들을 상으로 로그램에 한 이해와 멘티에 

한 이해 등을 교육하며, 이는 해당 분야의 문가들이 진행한다. 마지막

으로 멘토 슈퍼비 은 멘토링 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멘

토의 행정 , 교육 , 정서  역량을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활동을 말한다

(박경민, 2008). 

  다음으로 멘토링의 유형을 살펴보면, Ritchie & Genoni(1999)는 멘토와 

멘티의 계 맺음을 어떻게 하는지에 을 두어 일 일 멘토링, 동료 

멘토링, 집단 멘토링으로 구분하 다. 유성경 · 이소래(1999)는 멘토링의 

구체  유형을 상 집단별, 기반별, 면별로 구분하 으며, 구체 인 

내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멘토링의 구체  유형(유성경 외, 1999)

로그램 유형 설명

상 
집단별

일 일 멘토링  친 감 형성에 
 1:1의 멘티, 멘토 계

집단 멘토링  일 일의 통 인 멘토링 개념의 확장
 다수의 멘티, 멘토 계  

기반별

지역사회기반
멘토링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로그램 구성
 여가활동, 문화활동, 사회 사활동 등 
 멘티의 사회지지망과 상호작용

학교기반 
멘토링

 학교에서 진행
 멘티의 학습 능력 향상에 

면별

면  상호작용 
멘토링(오 라인)

 통 인 멘토링 로그램 
 오 라인 상에서 직 인 교류  상호작용

자우편 
멘토링(온라인)

 온라인 상에서  이메일이나 에스엔에스(SNS)
를 통해 교류  상호작용

 시공간 상의 제약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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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멘토링을 실시하는 장소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데, 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로는 직장, 학교, 종교집단, 지역사회 시설 등 넓은 범 의 

장소에서 실시될 수 있다. 한 인터넷의 발달로 이(e)-멘토링이 활성화 

되고 있다. 기존 멘토와 멘티가 직  만남을 통해 상호작용하던 방식을 넘

어 직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매칭(연결)되어 ‘웹’과 ‘모

바일 엡(APP)’을 통해 멘토링이 진행된다. 그 로 ‘삼성 팔(Pal)짱 로그

램3)’, ‘에스엔유(SNU)멘토링4)’ 등 이있으며, 온라인 시스템 기반 멘토링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e)-멘토링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진행된다는 , 얼굴을 면하

고 하기 힘든 말이나 어색해 질 수 있는 내용을 편지로 으로써 효과

으로 달이 가능하다는 에 있어서 보다 다양하고 많은 상과 멘토링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화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 강제성이

나 구성성이 낮다는 한계가 지 된다(조혜  외, 2010).

 2 )  멘토링 황

  본 에서는 청소년 멘토링5)을 심으로 국외 사례와 함께 국내 사례를 

검토 하고자 한다. 사례 검토는 다양한 시각의 내용을 제공하며 참신하고 

새로운 지도법을 제공하는데(Cantor, N, 2006: p.14), 국내보다 앞서 진행

된 외국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단기 으로 시행되며 행사  성격이 있는 

국내 멘토링 체제(김경 , 2012)에 시사 을 제공할 것이다. 

3)  www.palzzang.net. (2014년 11월 13일 검색)

4)  http://www.snu.ac.kr/outreach/mentoring (2014년 11월 13일 검색)

5)  청소년과 련된 멘토링의 정의를 살펴보면 Dennis(1993)는 청소년과 성인 사이의 
지속 인 계를 통하여 성인들이 어려운 기간을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지, 지
도, 원조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Lee(1995)는 청소년의 성장을 해 활동하
는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지속 인 일 일 계로, 유성경 · 이소래(1999)는 성인과 
청소년이 한 을 이루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일 일 계로 정의하고 있다. 채형
일(2000)은 인과 청소년간의 친 하고 상호 인 일 일 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결손가정, 빈곤가정, 학교 부 응 학생들에게 정서 ·사회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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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국외  

   ①미국

   미국의 멘토링 로그램은 민간차원의 지역사회기반 멘토링

(community-based mentoring)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차 정부차원, 

학교기반 멘토링(school-based mentoring)으로 확장되었다. 지역사회 기

반 멘토링은 멘토가 인구통계학 으로 유사하고 학업성취 이외의 다양한 

목표를 가진다는 특성이 있는 반면, 학교기반 멘토링은 멘토가 인구통계

학 으로 다양하고 주로 학업성취에 심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Grossman, Chan, Schwartz & Rhodes, 2012). 지역사회기반 멘토링에서 

시작해서 재 청소년을 상으로 한 학교기반 멘토링으로 확 되었다는 

것은 청소년의 학습에 심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경  외, 

2012).

   미국의 가장 표 인 멘토링으로 빅 라더/ 빅 시스터(BIG 

BROTHER/BIG SISTER; 이하 BB/BS) 로그램으로, 1904년  Ernest 

K.Coulter가 사회화, 개인  지도 그리고 정 인 성인 역할 모델 제공

이 필요한 아동들을 해 정서  원조 로그램으로 시작했다. 

  이후 1990년  반, 멘토링이 청소년의 삶에 정 인 향을 다는 

연구결과 발표와 함께 련 로그램들이 속하게 증가한다(Grossman 

& Tierney, 1998; Aseltine, Dupre & Lamlein, 2000). 빅 라더/ 빅 시

스터(BB/BS)는 정부의 제도  지원을 통해 국 인 규모로 활발히 실

시되며 10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13개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빅 라더/ 빅 시스터(BB/BS)가 멘토링 본래  정의에 충실한 정

서  계에 을 두고 있다면(Grossman & Tierney, 1998), ‘소년사법 

 비행 방 사무국(OJJDP)’의 청소년 멘토링 로그램(Juvenile 

Mentoring Grand  Program)은 비행, 학교부 응 등의 문제를 가진 기 

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특수 목  멘토링이다. 국가  지역차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기 을 연계해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비행 방, 학업성

 개선, 학교 퇴율 감소 등에 주요 목 을 두고 있다(김지선, 200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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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박 선, 2009). 

    이와 같은 멘토링 사업의 가속화는 어느 청소년 서비스보다도 가시

화하기 쉽기 때문이다. 역할 모델 부재로 인한 청소년 문제를 효과 으

로 다루고 해결책을 개인  차원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미국의 계층이동

의 개념과 일치하고 스스로 자신을 끌어올린다는 이데올로기에도 합하

다(김경  외, 2012). 이러한 시  상황과 이데올로기의 합성을 배경

으로 미국의 청소년멘토링은 정부차원의 사업 혹은 민간단체의 독자 인 

사업이라기보다 미국 체 사회가 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국가  로

젝트라고 할 수 있다(Hamilton, S. F., & Hamilton, M. A., 1992).

   재 미국의 여러 정부 부처에서 청소년멘토링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에서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의 청소년멘토링 로그

램 지원이 비교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세 정부 부처는 각기 그들의 

심에 을 맞춰 지원하고 있다. 를 들어, 교육부에서는 주로 학업

성취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 방, 그

리고 법무부에서는 비행 방에 심을 가지고 있다. 한 로그램들에 

한 일종의 조정기구인 연방멘토링 의회(Federal Mentoring Council)

를 설립하여 정책을 원활하게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로그램은 모두 법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안정 으로 실시(Glover, 

D., & Mardle, G., 2013)되고 있다.

   ② 국

   국에서의 멘토링은 19세기 말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친근한 방문(Friendly Visiting)’이라는 명칭 아래, 상류층의 부인들

이 빈곤층을 계도하고 선도할 목 으로 설립되었다. 이들은 빈곤층 가정

을 방문하여 도덕 인 지도와 생활에 한 지도(Freedman, 1995)를 하는

데, 경제 으로 어려운 계층의 자립을 돕고 빈곤층에 팽배해 있던 무력

감과 의존성을 타 하기 한 사회  계몽 운동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

다(박선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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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이에 해 

Freedman(1995)은 상류층의 방문이라는 것이 오히려 계층 간의 차이와 

화감을 조성할 뿐 여 히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친구나 지역사회의 

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결과 상류층이 의도했던 도덕

 지도와 가르침이 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되었고, 마침 사회복지 역

이 확 되어 나감에 따라 빈곤층에 한 지원과 교육이 차 사회복지사

의 업무가 되었다고 한다. 

  청소년을 한 멘토링은 1996년 이후 노동당 정부에 의해서 본격화되

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노동당 정부는 아동청소년 교육과 복지지원 

강화라는 국가정책의 실  수단 의 하나로서 멘토링을 선택한다. 특히 

소외 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 등 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포섭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한다.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도모하고 고

용가능성을 강화하며, 사회  기술과 태도를 함양하고 범죄와 10  임신

을 방하는 등의 청소년이 가진 제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원하려는 

것이다(Yonger & Warrington, 2009).

  일례로 1999년 당시 교육노동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가 소개한 16세 이상의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성공을 

한 배움: 16세 이후의 새로운 배움 체계(Learning to Succeed : a New 

Framework for Post 16 Learning)’라는 정책의 달 수단으로 멘토링이 

강조되었다(DfEE, 1999). 이 국가정책은 사회  배제를 해결하기 한 

주요 방법으로, 이후 코넥션즈 서비스(Connexions Service)라는 종합복

지지원 달체계의 기틀이 마련된다. 이 로그램의 가장 요한 특징은 

기청소년에게 상담과 지원을 통한 멘토링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청소년 지도 문 인력(Personal Adviser)을 활용하여 청소년 상의 

멘토링을 활성화하고 강화하고자 하 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직업 성과 소질, 특기 등을 발견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 다(박선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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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국의 청소년 멘토링은 미국의 향을 많이 받았다. 라더/ 

빅 시스터(BB/BS) 같은 단체들의 청소년 멘토링 로그램이 기 국 

청소년 멘토링 로그램의 실시 모델이 되었다. 재에도 빅 라더/ 빅 

시스터(BB/BS) 국 지부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도 하며, 다양한 상으로 멘토를 모집하고 훈련하여 연계시키고 있어 

청소년 멘토링에 있어 추 인 역할을 하고 있다(Phillip, 2003).

   국 사례에서 요하게 야 하는 것은 멘토링 서비스에 한 인증

제도인 ‘입증된 멘토(제공자) 기 (Approved Provider Standard; 이하 

APS)’이다. 국은 청소년 활동과 련해서 다양한 인증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 멘토링 역시 인증 제도를 통하여 로그램의 질을 확보

하고 균형 잡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PS는 ‘멘토링과 친구 맺기 로그램(Mentoring and Befrinding 

Program)’을 해서 특별히 ‘멘토링 그리고 친구맺기 재단(Mentoring 

and Befrinding Foundation;이하 MBF)’을 설립, 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가 멘토링 인증제도를 개발했다. 이 인증제도는 2001년 실시된 이후 

2012년까지 1000여 개의 청소년 멘토링 로젝트들을 인증했다(DfES, 

2002). 이러한 제도는 로그램을 평가하고 질을 평 화할 수 있으며, 멘

토링 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 이 될 수 있으므로 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 멘토링이 인증을 받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 으로 첫째, 청소

년 멘토링을 제공하는 기  스스로 멘토링 차와 멘토링 정책에 한 

검이 가능하다. 둘째, 청소년 멘토링에 있어 보다 안 하고 효과 이며 

문 인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어 외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자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인증 받은 기 은 청소년, 학교, 자

원 사자, 기타 멘토링에 계된 지역사회 기 과 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홍보에 효과 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멘

토링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로그램의 질  우수성과 안 을 

담보하므로 안심하고 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장 이 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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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청소년 멘토링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기 은 인증을 비

하면서 기 의 문제 을 악하고 발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박선

, 2013). 

  각각의 인증요소들은 모든 멘토링과 친구 맺기 로그램의 안 과 효

과성을 해 필요한 운 과 기 의 경 , 멘토링 서비스에 을 맞추

고 있으나, 기 에 따라 요구하는 내용들은 조 씩 다를 수도 있다. 그러

나 인증제도들이 청소년활동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지침으로 사용

되기도 하지만 실무자들에게는 지나친 업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한계

도 있다. 

   ③독 일

   독일에서의 공식 인 멘토링은 20년 , 정부가 직업 여성들의 구조

 직업 불평등에 한 안으로 지원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불평

등은 ‘ 래스-씰링(Glass-Ceiling)’ 상으로 불리는데, 남성들의 네트워크

가 비공식 인 공간에서 작동하여 남성에게 우선 으로 승진의 길을 열

리고, 여성들에게는 투명하지 않게 승진의 길이 폐쇄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직업 내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하여 공식  멘

토링을 통해 여성들에게 경력을 한 략들을 개하고, 그들의 네트워

크 형성을 지원하 다(양민석, 2014). 

 반면 청소년 멘토링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청소년을 상으로 하

는 멘토링의 개념이 도입되기 , 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후원을 의미

하는 ‘ 부( 모)임(Patenschaft)’가 사용되었는데, 재는 둘의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기업의 경제  후원이나 개인

인 ‘ 부’로서의 역할로 성인의 청소년에 한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최

근에는 자원 사의 개념과 멘토링 개념의 에서 청소년멘토링의 개념

이 성립되어 실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청소년 멘토링이 활발히 개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멘토링 역이 자원 사 활동의 역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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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범 를 확 하면서 멘토링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다른 원인은 독일

의 외국인 이주민 역사가 제2세 를 구성하게 되자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교육 , 사회  지원을 해 멘토링을 시행한데서 찾

을 수 있다. 이처럼 사회 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 한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로그램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선택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민희, 2012). 

   독일의 멘토링 로그램  “Balu & Du”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 

로그램은 단순히 학습만을 지도하는 것이 아닌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

동들을 통해 세계를 일 부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지원 멘

토링이다(이민희, 2012). 이는 등학생 때부터 학교나 학원서 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 교육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비록 교육  상황

과 환경이 독일과 다르지만 “Balu & Du” 로그램처럼 아동과 청소년

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인  교육의 기회를 경험할 

수 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④호 주

   통 으로 호주에서의 청소년멘토링은 청소년들의 취업 성공을 한 

로그램들이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2000년  들어서 원주민 청소년, 

학업 도 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포함한 멘토링 정책과 

로그램들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청소년멘토링 정책은 다른 청소년 

련 정책과 마찬가지로 연방  주정부로 이원화되거나 통합 으로 시행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 보다는 비 리 민간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김경  외, 2012). 

   호주의 청소년멘토링 정책  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국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민  합동 조직의 필요성이다. 호주의 청

소년멘토링 정책 출발이 스미스 패 리(The Smith Family)와 잡 퓨쳐

(Job Future), 호주BBBS(Big Brothers Big Sisters Australia) 등과 같은 

비 리 민간단체들에게서 비롯되었다. 이후 연방정부가 트 십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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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민  합동 조직으로 탄생하 다. 정부 심의 

청소년멘토링 기 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기 한 멘토링 정책을 

시행하는데 한계 을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기 의 참여를 

통한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민  합동 기구의 설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Australian Youth Mentoring Network, 2007). 

  둘째, 멘토링과 직업훈련의 연계이다. ‘도제 멘토링 로그램’을 국가 

인력 양성 략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요구  하나가 취업  진로임을 감안한다면 멘토링을 직업훈

련을 통한 취업  진로와 연계시키는 로그램을 극 으로 시행할 필

요가 있다. 이 경우 멘토링에 한 동기  참여가 크게 활성화 될 것이

다(김경  외, 2012). 

 셋째, 은퇴자의 멘토 활용이다. 은퇴한 직장인들은 나름 로 다양한 분

야의 지식과 스킬  경험은 물론 인생의 지혜를 쌓은 문가들이다. 호

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래닛 유스(PIY) 청소년멘토링 로그램의 성공

은 ‘은퇴멘토자 회(ARM)’의 극 이고 자발 인 멘토링 참여에 있다

(AIG & DSF, 2007). 멘토링의 성공여부는 멘토의 자질에 크게 좌우된다

는 을 고려할 때 은퇴자들을 멘토로 활용하는 정책을 용할 필요가 

있다. 

   

  ( 2 )  국내  

   국내의 구조화된 공식  멘토링 로그램은 1997년 서울시교육청 주

의 학교사회사업시범 로젝트인 청소년 결연 로그램이다(유성경 외, 

1999). IMF 경제 기인 1998년 기에는 사회  이슈가 실직이었던 

계로 빈곤이나 실직 가정 아동, 청소년을 한 로그램이 주를 이루었

다. 이후 좋은 친구 만들기 운동본부와 같은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단체와 기 에서 소득층 아동  청소년, 한 부모 가족, 조손가정을 

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 일탈과 비행에 노출된 부 응 고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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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상으로 한 멘토링도 꾸 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날 멘토링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부처에서도 다양한 멘토링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멘토링과 기 과학분야 공학생을 상으로 하는 기 과학 핵심리

더 멘토링, 마이스터교와 특성화교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취업멘토링, 

탈북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탈북청소년멘토링등 다양한 멘토링을 시행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휴먼네트워크를 통해서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과 

각 분야 직업군의 역량 있는 인재를 연결하고 있으며, 코리아 핸즈

(Korea Hands)의 청년 사단을 통해서 빈곤아동과 다문화가정아동을 지

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민넷(Women-net)이라는 사이버멘토링 운 을 통

해서 다양한 분야의 문가들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여고생, 여 생

들의 성공 인 직업이행을 꾀하고 있다. 한 2012년에는 청소년멘토와 

청소년멘티가 참여하는 청소년 래멘토링 시범사업을 국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시범 운 했다.

 법무부의 경우에는 보호 찰청소년을 상으로 청소년 동반자멘토링, 

교사-비행청소년멘토링을 실시하여 학교생활 응과 재범방지에 노력하

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학생과 지역 청소년들을 상으로 직업능

력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한 창조캠퍼스멘토교실 등을 운 하고 있

다(김경  외, 2011). 

  와 같이 1990년  이후 국가주도의 청소년정책이 다양한 로그램을 

집행해오고 있지만 일회성 사업이 많았고 단기  지원방식으로 인해 실

질 인 변화와 지원을 만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지지해야 

할 안 망과 보호망을 강화시키는데 주도 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직

시해야 할 실이다(김경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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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미술 멘토링의  교 육  효 과

   이상에서 멘토링의 특징과 유형 그리고 형황에 해 고찰해 보았다. 

다음으로 미술 멘토링에서 나타나는 구체 인 교육  효과는 무엇인지 

그 개념과 특징을 논하고자 한다. 

  Brothers, S. A.(2011)는 미술 멘토링이란 ‘미술 학습(Art Laerning)’과 

‘멘토링(Mentoring)’이 동시에 진행되는 활동으로, 술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에게 지속 인 계 속에서 미술 

기법 습득, 술  인지 능력, 자기표  능력 등을 지도하고 격려함으로

써 실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 두 활동이 동시에 

일어남으로 그 효과가 증진 된다고 보고 있다. 

  한 안혜리 외(2013)는 미술 분야에서 이 지는 멘토링을 지칭하며 

그 목 과 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고 보고 유형을 상과 

목 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 고 있다. 첫째 유형은 미술 공

자나 미술가 지망생에게 미술 련 문 인 지식과 기량을 길러주기 

한 활동이다. 를 들어, 미국 산타모니카 미 의 ‘아트 멘토(Art 

Mentor)’ 로그램은 미술 공자들에게 미술계의 장을 경험하게 함으

로써 장래 업 미술가로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해 운 된다. 여기에 

참여하는 미 생들은 미술가, 교수진, 동료 학생들과 함께 미술가의 작업

실, 화랑과 미술  등을 방문하면서 토론과 비평, 포트폴리오와 시 

비 등을 통해 각자의 작업을 심화 · 발 시켜나간다.

  둘째 유형은 미술을 공하지 않은 비 공자에게 미술 련 문 인 

지식과 기량을 길러주기 한 멘토링이다. 를 들어, 워싱턴주 타코마 

지역의 ‘미술 향(ArtsImpact)’ 로그램은 ‘ 술가 멘토(artist mentor)’

들이 비 공자인 직 등학교 교사들에게 2년 연수를 통해 미술, 무용, 

연극의 내용 역에 한 교수 능력을 길러주기 해 운 된다(Sibyl 

Barnum, 2011). 

  셋째 유형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술활동을 매개로 그들의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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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성 함양을 돕기 한 로그램이다. 이것은 문  지식과 기량 향

상에 을 맞추기 보다는 일반 학생들의 창의  사고력, 자기주도력, 

자존감, 소통 능력 등을 길러주는 데 그 목 을 둔다. 이 진(2010)의 ｢

멘토링을 통한 등 미술교육 로그램개발  지도 방법에 한 연구｣

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의 4개 등학교 재학생 97명을 상으로 미

술 멘토링을 실시한 결과, 등학생들의 사고와 성격에 정  향을 

끼쳤고, 재료 활용 능력, 찰 능력, 표  능력, 감상능력 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의 정의들과 유형들을 종합해 볼 때, 미술 멘토링이란 업 미술가나 

미술 공자인 멘토가 멘티(미술 공자 는 비 공자)에게 일 일 계 

속에서 미술 련 문  지식과 기량을 키우거나 창의 ·정서 ·사회  

능력을 기르도록 역할 모델을 보여 주고 조언과 상담을 제공하고 이끌어

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1 )  미술 멘토링 향

  이번 에서는 미술 멘토링에 참여함으로 구성원들이 어떠한 향들을 

받는지 고찰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정  향을 

받는다. 첫째, 멘티들은 계 심의 로그램을 통해 인성교육 측면에 

향을 받는다. 둘째, 멘티들은 21세기 삶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셋

째, 멘티 뿐만 아니라 멘토 모두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인다. 

다음으로 구체 인 사례와 함께 로그램의 어떠한 부분이 다음과 같은 

정  효과를 주는지 고찰한다.

   ① 인 성 교 육

   미술 멘토링은 ‘ 화’와 ‘돌 (caring)’과 같은 계 심  요소에 

을 맞추는 인성교육으로서의 특성을 보여 다. 넬노딩스(Noddings, 

1996)는 학습을 본질 으로 “상호 계 (multi-relational)인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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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Kelehear & Heid, 2002: p.69). 그는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이 단지 

교사와 학생 간의 계가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돌보려는 의지가 학습이 

일어나는데 핵심 요소라고 주장한다. 

   멘토링 과정에서 진행되는 화, 돌 , 개별 지도는 기존 미술 수업과 

달리 소수의 친 한 계 안에서 멘티 개인을 충분히 찰하고, 요구와 

필요에 더 심을 쏟을 수 있게 된다. 한 멘토와 멘티 간, 멘티와 멘티 

간의 활발한 화를 통해 서로에 한 심과 배려가 증진되며 인간 

계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Brothers, S. A.(2011)는 1년간의 멘토링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술 활동을 통해 서로의 장벽을 허물고, 각자 자신들에 해 이

야기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존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공유하는 것을 경험했다( Brothers, S. A., 2011: p.1).

 와 같이 서로의 계가 요시되며 소수로 진행되는 미술 멘토링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 공유를 통해 개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멘토는 멘티의 삶에 해서 심을 갖고 그

들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언을 들려  수 있게 된다. 즉 미술 멘토

링은 멘토에게 교사의 미술지식과 기능을 수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멘티의 인성 인 부분에까지 심을 갖게 한다(안혜리 외, 2013).

  그 로서 Staikidis et al.(2009)는 그의 연구에서 마야족(Maya) 화가

들의 멘토링 미술교수법을 백인 비미술교사들과 멕시코 이주민 고등학

생들의 동벽화 제작 로젝트에 용한다. 이들은 활발한 화를 통해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공동 작업으로 보여 다. 마야족 화가들의 멘토링 

방식은 서로 다른 문화 집단에서 온 멘토와 멘티들이 서로 문화  편견

을 이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데 매우 효과 임을 보여 다.   

  한 Zach Kelehear(2002)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 멘토와 등학

생 멘티를 상으로한 등학교 벽면 모자이크 멘토링에서 모자이크 제

작 방법 기술 수가 로그램 목 이었지만, 참여자들은 서로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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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더 신경을 썼다. 한 실제로 멘토링이 종결된 후 기술 습득 보

다는 사회  상호작용에 더 감명 받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참여

자들은 학교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는(caring)것이 진정한 교육을 발생하게 하는 토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즉 미술 멘토링은 멘토가 멘티의 술  능력의 향상 뿐 아니라 개인

의 사회 · 정서 인 부분 같은 인성 인 측면에까지 심을 쏟고 지속

으로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에서 일반 미술수업과 구분된다. 2007 교육

과정에서 인성교육을 비롯한 인인간 형성을 강조했고, 2009 개정 과정

에서도 창의 · 인성을 강조할 만큼 오늘 날 인성교육이 요하게 다 지

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술 멘토링의 인성교육  측면은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② 2 1 세 기  삶 의  기 술 습 득

  Brothers, S. A.(2011)는 12세부터 18세를 상으로 한 1년간의 미술 

멘토링 경험을 바탕으로, 로그램 경험이 학생들의 21세기 삶의 기술6) 

습득에 향을 주는지 고찰한다.

  그는 21세기 삶의 기술들을 네 가지 주요 역으로 정의 내린다.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과목들(Core Subjscts)과 주제들

(themes)로 세계화 인식 그리고 재정  기업 인식 능력, 시민 의식 능

력, 건강 인식 능력, 환경 인식 능력이다. 둘째, 학습  신 능력들로 

창의성과 신, 창의  생각과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동력이다. 

셋째, 정보, 미디어 그리고 기계 련 기술 정보 해독 능력으로 미디어 

해독 능력, 기술 이용 의사소통 해독 능력이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삶과 

6)  21세기 삶의 기술은 은이들이 더욱 성숙한 시민과 이웃이 되기 한 문  지식
을 말하며, 학과, 일 그리고 삶에서의 성공을 한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시민권
을 갖기 한 시장성, 취직능력, 비성을 증진시킨다. 창의성, 신, 문제 해결 능력, 
의사 결정 능력, 내  소통 능력, 동 능력, 기술과 미디어 기술 발  등이 포함된다
(Brothers, S. 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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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련 기술로 융통성, 응력, 진취성과 자기주도능력, 사회 그리고 

상호문화교류 능력, 생산과 의무, 그리고 리더쉽과 책임감이 포함된다. 

 그  미술 멘토링을 통해 참여 구성원들이 학습  신 능력과 정보, 

미디어 그리고 기계 련 기술들을 습득한 것을 발견한다. 구체 으로 

학습  신 능력들을 통해 창의성과 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

상 되는 것을 발견했고, 의사소통  력 능력이 개선되고 발  하는 

것을 로그램 반에 걸쳐 확인한다.

 한 술 작품 감상과 제작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시각 술 작품의 상

징성과 이미지 형상화, 메시지를 이해하기 한 정보, 미디어 그리고 기

계 련 기술들에서 실력이 향상 되는 것을 발견한다.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림1>과 같은 상 계를 도출해낸다. 

<그림1>미술 멘토링과 21세기 삶의 기술과의 계 (Brothers, S. A., 2011)



- 22 -

  앞의 그림을 보면, 멘토링과 미술교육을 각각 원의 가장자리에 치시

켜 미술 멘토링이란 멘토링과 미술 교육이 동시에 일어나는 활동임을 나

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멘토, 교육학  계, 멘티, 사회  계를 서로 

양방향 화살표로 연결시켜 멘토와 멘티의 상호작용 계를 표 하고 있

다. 이들은 도움을 주려는 사람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계로 사

회  계를 맺는 동시에 교육학  계로 상호작용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멘티가 습득하는 21세기 삶의 기

술들을 원의 가장 가운데에 치하고 있는데, 구체 인 역으로 의사소

통 기술과 동, 비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기계 기순과 미디어 기

술, 창의성과 신을 기재해서 로그램을 실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능

력들을 나타내고 있다. 

   ③ 멘토,  멘티  자 기  효 능 감  증 진

   미술 멘토링은 앞서 논의한 인성 교육, 21세기 삶의 기술 획득 이외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증진시키는 특성을 보여 다. 자기 효능감

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과제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신념을 말하며, 학습자가 장래에 성취하게 될 것을 미리 그려보도록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Bandura, 1995, Kelehear & Heid, 2002: p.69). 

  멘토가 일방 으로 멘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멘토와 멘티는 창조

 문제 해결에 한 의견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자신감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자신감은 멘토와 멘티 각자에게 정 인 자아 개념을 심어주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이어진다.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주어지

는 방향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Zach Kelehear, 2002).

   멘티들의 자아 효능감 증진 사례들을 살펴보면 첫째, 술 공 학

생들이 고등학생들을 멘토링하는 ‘새로운 도시 미술(New Urban Arts; 

이하 NUA)’ 로그램을 분석한 White, E. B. (2008)의 연구가 있다. 연

구에 따르면 NUA에서 멘토와 멘티들은 공동학습자로 활동한다. 이들은 

멘토가 멘티에게 배우고, 멘티가 멘토에게 배우는 서로 공정하고 동  

인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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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로 멘토가 조소 수업을 하려 했으나 멘티들은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패션 디자인 수업을 원했는데, 그래서 모두 컴퓨터실로 이

동해서 패션 디자인에 해 다 같이 공부했다고 한다. 멘토는 멘티들만

큼 그 분야에 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모두를 한 배움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 학습은 멘티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들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며, 질문들을 발 시킬 수 있도록 한다. 멘티들의 소리가 심

이 되는 NUA 로그램은 “멘티들의 승리(Prevail)”로 불린다. 이러한 환

경은 학생들이 호기심 많은 연구자, 사고가 깊은 사람 그리고 배움의 과

정을 즐기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White, E. B., 2008). 

 둘째, 안혜리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멘티들이 로그램 처음에 서로 

낯설어 하고 멘티끼리 견제했었는데, 회기가 거듭될수록 서로 가족 같은 

친근감을 보 다고 한다. 한 내성 이고, 잘 표 도 하지 않던 아이들

이 자기 자신에게 이 맞춰진 작업들(미래에 한 표 , 자신의 신체

표 , 자신의 감정 표  등)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본인의 생각을 표 하

는 것을 발견한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조 씩 외향  성향을 띄며 밝고 

정 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Nagel, J.E.(2003)은 미술 활동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

에게 멘토링이 효과 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술을 겁내는(intimidating)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사람은 구나 술을 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으므로 그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술 으로 승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언 한다. 술을 어려워 하는 멘티들의 개인  

지도를 통해 술의 벽을 허물고, 그 과정에서 재미와 자아 성취감, 자아 

효능감을 성취한다는 것을 찰한다. 이러한 자아 효능감 향상은 이후 

학교생활에서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는데(Zach Kelehear, 

2002), 좋은 수업태도, 올바른 단능력 향상, 일탈 인 행동 감소 등을 

보인다. 

  다음으로, 미술 멘토들의 자기효능감 증진 과정을 보면, 안혜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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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는 미술 멘토링에 참여했던 미술 비교사인 멘토들의 경우 미술 

멘토링을 하기 에는 교직이 자신의 성에 맞는지 뚜렷한 확신이 없거

나 학생들에 한 편견 등을 갖고 있었으나 멘토링을 통해 그것을 극복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 학생들이 발 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과 기쁨

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학생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과 자신의 

말과 지시에 따르지 않고 수업 분 기를 흐리는 학생들에 해서 인내심

이 길러졌다고 응답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사가 주도하는 기존 미술교

육 개념에서 조 씩 벗어날 수 있었고, 학습자 심의 미술교육에 해 

보다 수용 인태도(학습자 심 교육에 한 수용력)를 경험할 수 있었다

고 한다. 이처럼 미술 멘토링은 미술 멘티, 멘토 모두에게 자기효능감 증

진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향은 삶을 더욱 정 으

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술 멘토링은 학습자의 개인 ·문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습자 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미술교육의 방향성을 

보여 다. 특히 인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 최근의 학교 장에서 필요한 

교육이며 최근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21세기 삶의 기술 습득에서 의미하

는 바가 크다. 한 기존 미술교사양성과정에서 간과되기 쉬운 화와 

돌 , 공감과 인내심과 같은 인성  요소들을 비미술교사들이 미리 경

험하고 더불어 자기 효능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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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 - 지역사회 트 쉽

 
  이번 에서는 학과 지역사회 력의 요성  구축체계를 알아보

고자한다. 이러한 고찰은 공교육에서의 미술 교육 부실과 축 극복의 

안으로 지역사회 미술 교육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김형숙, 2009),  

문 인력 부족과 재정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로그램 빈곤의 안을 

학과 지역사회 트 쉽을 통한 미술 멘토링에서 찾고자 하는데 의의

가 있다. 학의 참여로 문 인력이 보충될 것이며 지역사회 기 들의 

재정  지원은 풍성한 로그램으로 조성하게 해  것이다. 

  

 1 )  학 과  지역사회 력 체 계

   1990년  반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주민들의 지역 발 에 한 욕구

가 강해지는 가운데, 지역 행정기 과 주민들은 학을 지역 성장 기

으로 바라보게 된다(이혜경, 2006). 학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인 , 물

, 지  교육 인 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 을 해 기여하는 학

의 사회공헌 기능이 강조된 것이다(이유정 외, 2013). 한 문화의 세기

인 21세기, 문화 향수권 증진과 문화 복지 확산을 한 사회문화  통합 

기 으로서의 학의 역할 강조되는 가운데, ‘창의  공동체’7) 구축의 핵

심 역할로 두된다(이혜경, 2006). 

  이러한 상황에서 학과 지역사회는 서로 보완  계 속에서 상호 이

7)  “창의  공동체”란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연합을 도모하며 문화  생활을 
강조하는 등 기존의 사회복지 개념 에 문화 술 교육과 체험을 통한 창의력 제고를 
핵심 가치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의미한다. 한 미래의 신경제사회를 이끌어갈  “창
의  계층(Creative Class)”을 길러내는 역할도 한다(이혜경, 2006). ‘ 국의 창의  공
동체를 한 센터(The Center for Creative Community)’는 학과 지역사회의 효율

인 창의  트 를 구축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목표를 선정하 다.

      술, 교육, 지역사회 개발을 한 탁월한 정보 센터를 설치한다. 지속
가능한 창의  공동체를 정의하고 구축한다. 공동체 개선에 필요한 창의력
과 교육의 역할에 한 첨단  사고를 개발한다. 다양한 기 과의 력  

트 쉽을 증진한다. 시, 학술회의, 강의, 출  등을 통해 공동체 개발에 
한 정책을 구축한다(Adams, D., & Goldbard, A, 2005: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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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충족이 요한데, 학은 교육, 연구, 사회 사, 서비스 기능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사회는 학생을 비롯한 인  · 물

 자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류언택, 2007). 

   이처럼 학이 지역과 함께 발 해 가기 해서는 양측이 동등한 입

장에서 서로 동하고 지속 으로 발 해 갈 수 있는 트 쉽 형성이 

요하다. 트 쉽은 로그램 참여주체들 간에 동등한 지 와 책임, 

로그램 공동 운 , 력 계, 신뢰 구축, 제휴 등을 포 하는 의미를 갖

는다. 실제로 미국의 NEA(National Endowment for Arts)는 지역사회 

술단체, 학교, 주립 술진흥기  등 련 행 자  조직들간의 트

쉽과 네트워크를 정책효과성 증진하는 가장 요한 요소의 하나로 고

려하고 있다(National Endowment for Arts, 2002). 국의 경우에도 

술교육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가장 요한 요소로 학교, 창작단체, 

술가, 지역사회단체 등 련 행 자  단체의 트 쉽을 강조하고 있

다(Arts Council of England, 2004, 2002; Felicity Woolf, 1999). 

  이러한 력 체계는 참여주체 간의 계를 통해 최 의 효율성을 발휘 

할 수 있으나 로그램의 특성과 난이도, 참여주체의 규모와 참여의지, 

참여주체의 수와 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갈등을 유발한 가능성도 크

다. 따라서 학-지역사회 력 로그램의 성공여부는 참여주체들이 필

요한 재원, 인력, 기술 등을 재 소에 투입하며, 서로 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있다. 구체 으로, 참여주체들의 성격을 이해

하고, 각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가 있다. 한 참여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그 결

과를 공개하는 것이 요하다(류언택, 2007).

 2 )  학 과  지역사회 트 쉽 : 아 트 리 지

  학과 지역사회 트 십에 한 사례 검토는 학의 기능과 역할 제

고를 통한 력 로그램 개발에서 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이끌

어 낼 수 있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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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학과 지역사회의 력  계가 지속 인 미국 사례  

1996년에 설립되어 2014년 재까지 8년간 지속 으로 발 하여 국가  

로젝트로 진행 인 캘리포니아 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의 아

트 리지(ArtBridge) 사례를 논의 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 분석은 연

구자가 실행한 로그램을 비 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지역사회 트 쉽을 한 미술 멘토링 활성화 방향 제시에 도움

을  것으로 상된다. 

  ( 1 )  아 트 리 지 설 립  배 경 과  목

   아트 리지의 설립 목 은 캘리포니아 주 소재 공립유치원부터 고등

학교까지 참여를 원하는 학교와 트 쉽을 이  문  술 교육(드라

마, 음악, 스 혹은 시각 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합한 술 교

사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평소 문  술 교육을 받기 어려운 곳을 

으로 구성한다(Vandervoort. 2012). 

  학에서 술을 공하는 학부생들과 학원생들  로그램에 참여

코자 하는 학생들을 “아트 리지 장학생(ArtBridge Scholar)”으로 선발

한다. 이들은 유, , 등학교의 교사들과 일 일 을 이루어 교육과정

을 계획하고 교사들의 도움 아래서 학생들을 지도한다. 이는 기존 교사

나 학생들이 주도 으로 시행하던 통  의미에서의 트 쉽 구축에서 

벗어나 학교 외부인이 일선 교사들의 의견과 방법론을 참조하거나 기

해서 만들어지는 학과 간 동이자 수용자 심의 활동이다(Brouillette 

et al., 2005). 

 아트 리지(ArtBridge) 로그램의 시작을 보면, 1996년 , 캘리포니아 

학교 얼바인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ar Irvine School of the 

Art, UCI)의 술 학 학장으로 갓 부임한 질벡(Jill Back)이 개인후원

으로 7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역 학교에 견한다. 질 벡(Jill Back) 

학장은 Brouilleette과의 인터뷰에서 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다

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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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드 음 에서 재직할 때 나는 사 경험이 술 공 학생들에

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좀 더 그들의 학문  성취를 심화시

킬 수 있는 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  가서 공연하

고 나오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겠나 하

는...(Brouillette et al., 2005: p.4)

  

 학생들은 단지 일 년에 한번 미술 을 방문함으로 술에 한 애

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학과 읽기처럼, 술 

교육이 학교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될 수 있도록 규칙 인 교육이 필

요하죠. 우리가 아트 리지를 시작한 이유는 술 교육의 요성을 

믿고 있기에 술 교육이 학교 교실에서 실행되기 바랬기 때문인데 

이것은 단지 학생들의 재미있는 활동만을 해서가 아니죠

(Brouillette, 2000: p.126, 개인  인터뷰, 1998년 가을).

   와 같이 질벡(Jill Back)은 술 공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수 경험

의 기회를, 학교 학생들에게는 정기 인 술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

하기 해 아트 리지를 창설하 다.  

  이후 채 3년이 안되서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 으로 60명에게 

장학 을 지 할 만큼 성장한다. 1998년 이 로그램의 창의성과 효용

성을 여겨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50만불의 산을 배정해서 주립   

9개  캠퍼스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당시 주정부는 이 로그램이 사업

의 75%를 교육의 질이 낮은 지역의 학교에 수행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

한다. 이후 1999년에는 미국연방정부 교육부 기 으로 900명이 넘는 캘

리포니아 학 술 학생들이 269개의 학교에 참여하여 략 24,000명의 

학생들을 멘토하게 된다. 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아트 리지는 

각 캠퍼스에서 분야별 표 교수 한 명과 총장 리인들로 구성된 자문

원회를 결성한다(Brouillette et al., 2005).

  이 후 2001년, 교육부에서는 아트 리지 로그램의 효과성을 인정, 

로그램 모델이  국가로 퍼지길 바라며 846,500달러를 후원한다. 2005년

에는 13개 주의 22개 학에서 아트 리지 미국 네트워크(ArtBridge 

America Network)에 참여하게 된다(Brouillette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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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운 방 식

    ①참 여 자  선 정

   Brouillette(2000)에 따르면 아트 리지 참여자 구성은 크게 네 부분으

로 볼 수 있는데, 운 원  교수 자문 원회와 술 장학생, 공립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다. 운  방식  선발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캠퍼스는 아트 리지 운 원회  교수 자문 원회를 구

성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자문 원회는 학의 해당 공학과 교수들로 

조직된다. 부분의 캠퍼스들은 유사한 조직 구성을 갖고 있다. 

  둘째, 교육 사활동에 참여하는 술 장학생의 경우 공 학부생과 

졸업생들로 장학 을 지원 받는데, 장학생 지원 자격은 GPA 3.0 혹은 

그 이상이어야 하며 교수 두 명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운  

원회  교수 자문 원회는 장학  지원 상자들을 인터뷰한다. 최종

으로 원회 회의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학생들은 장으로 견 

나가기 에 학 경 과 학생 연령에 맞는 커리큘럼 디자인에 해서 교

육 문가들에게 지도받는다. 한 수시로 학 교수 멘토들의 지도를 

받는다. 

  셋째, 공립 학교 선생님들은 지원받고 싶은 술 교육에 한 짧은 제

안서와 함께 아트 리지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원회에서 장학

생과 상 학교간의 연계를 심의한다. 운 원회는 학교 선생님들의 

극 인 참여를 요구하며 참여 요건으로 교사연수를 지원한다. 필요하다

면 술 재교육도 제공한다. 마지막 구성원인 학생들의 경우, 같은 반 구

성원들이 동일하게 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며 특별한 선정 방식은 없다. 

    ② 로 그 램  내 용

   아트 리지는 활동 기반학습(activity-based learning)의 교육철학을 

토 로 근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조별학습과 학생 주도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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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한다. 학생들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조별 활동을 해야 하는데, 

술 공생들은 이러한 학습이 흥미로운 동시에 피로감을 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학생들이 그들의 감정을 조  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

문에 요시된다. 그리고 그들이 직  술 작품을 만들며 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을 둔다(Brouillette et al., 2005).

  한 학제간의 력을 요시 한다. 학교 수업 과정과 통합한 로그

램을 통해 다른 과목과 “연결(bridge)”할 수 있도록 한다(Ferris, 2013). 

로젝트들은 직 으로 학교 수업과 연 된 내용인 미국 역사, 과학, 

문학, 언어 기술 그리고 사회과학 기술에서부터 디자인, 벽화, 악기 연주, 

도  등 다양한 로그램들로 운 된다. 를 들어 스 수업에서는 역

사, 음악 수업에서는 지리를, 시각 술 수업에서는 기하학을 지도한다. 

지하철도 조직(Underground Railroad)에 한 역사를 철도(Railroad)노래

를 통해 해우고, 캘리포니아 역사  랜 기간(Rancho Period) 삶의 모습에 

해 그 당시의 노래를 들으며 몸으로 표 한다(Vandervoort. 2012). 

  마지막으로 다른 기 들과 연계해서 활동하는데, 를 들어 캘리포니

아 학교 내 교사 교육 로그램인 캘리포니아 아트 로젝트

(California Art Project)와 력한다. 이러한 련성은 두 로그램 모두 

활성화 계기가 되는데, 선생님들에게는 평생교육에 한 측면에서, 술 

장학생들에게는 술 지도 경험 제공에 있어서 흥미를 다

(Vandervoort. 2012). 한 지역사회 술 교육 기 과도 력한다. 를 

들어 캘리포니아 학교 얼바인 캠퍼스의 아트 리지 장학생들은 오 지 

카운트리 미술 (Orange County Art Museum)의 교사 교육 워크샵 세

미나에 교육 로그램들을 제공한다(Brouillette, 2000).

   ③ 로 그 램  평 가   학 술활 동

   아트 리지는 일 년 혹은 일 년 이상의 로젝트들 모두 다양한 경로

로 평가한다. 장학생 평가서, 감독(선생님) 평가서, 학생 찰 보고서, 사

-사후 검사, 포토폴리오 그리고 오디오/비디오 문서 등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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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학생들은 수업 경험들이 기록된 마지막 수업 계획서들을 제출한다. 

이러한 평가 데이터들은 각각의 장학생 일로 유지된다. 

  한 술 교육의 이 들을 증명하기 해서 다양한 학술  노력을 이

행하고 있는데, 학 내 아트 리지 련 술 활동 반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센터가 있다. 이 곳에서는 매년 아트 리지 로그램들을 분

석한 리포트를 출간하는데, 이러한 출 물들은 체 활동 평가의 매커니

즘을 제공 한다(Brouillette et al., 2005). 

  연구자들은 사회와 지역의 문제들을 술 활동 통해 그 해결책을 찾고

자 한다. 그 로, 술에 한 여도가 높을수록 비행 행동을 여주며 

동학습, 리더쉽 능력과 같은 삶의 기술들을 길러 다고 증명했다. 그 

밖에 학생들이 술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며 지식과 

기술을 얻는지 연구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활동들이 타 교과목의 이해

를 향상시키는지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아트 리지는 학술  교차 을 해 포럼을 개최하기도 한

다. 학의 자원을 사용하여 술 교육에 한 학습법과 평가방법을 개

선하기 해 “ 술을 한 과학”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는데, 이는 재 

술 배움과 기억에 한 가치의 요성이 과학 으로 증명되었으나, 

술에 한 평가 도구가 아직 히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술과 과학이 인간의 사고에 어떻게 력 작용하는지 탐구하고 과학자, 

술가, 교육자들의 력을 통한 다양한 성과 있는 기  연구들을 발표

하 다. 이러한 노력들은 즉각 인 술교육 지도능력 향상을 한 것을 

넘어, 술 인지 능력 연구가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Brouillette, 2000).

  ( 3 )  효 과 와  한계

   아트 리지는 참여하는 술 장학생, 교사, 학생들 모두에게 골고루 

교육  효과가 돌아가는 매우 창의 이고 유익한 로그램이다.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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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들은 자신들의 술 문지식을 학을 벗어나 사회에 용할 수 있

으며 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과 사회의 연 성을 직 으로 경험할 

수 있다(Overby, et. al., 2013). 그러한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경험과 지식

을 얻게 되며 직업 탐색  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술의 사회  효용성과 응용 분야에 한 창의 인 방법을 모

색할 수 있다. 발달심리학  에 있어서 가드 (Garner, 1993)와 칙센

트미하이(Csikszentmihalyi, 1988)는 창의성을 해 개인, 분야, 역에서

의 극 인 상호 련을 요하게 보고 있다. 아트 리지의 장학생들의 

인터뷰들을 면 히 살펴보면, 개인, 분야, 역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볼 

수 있다. 술 교사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학교 교수들과의 멘토링 

계 경험 등은 창의성의 세 역의 유익한 교차 을 제공한다. 

 한 장학생들은 교수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내  성찰과 심 역의 

확장을 경험한다. 자신에 한 심에서 사회/문화 역 그리고 지역사

회로 심이 확장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경험들은 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rouillette et 

al., 2005).

   학교교사에게는 술 분야에 새롭게 등장한 경향이나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 디지털 술, 비디오 아트, 웹 싸이트 개설 

등과 같은 디지털 수업을 통해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진보 인 기술

들을 경험한다. 술 장학생들은 로그램이 종결 된 이후에도 학교에서 

같은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수 방법과 활동 자료들을 문서화해야 

한다(Brouillette, 2000).

  이 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학교의 학생들일 것이다. 술 공

자들로 구성된 멘토들과의 시간을 통해 양질의 문  술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창의 이고 총감각 으로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술을 배움으로써 다른 학업 능력이 향상(Deasy, 2002)될 것이며. 교육

이 단지 교실 안에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만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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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lon, 2011)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  기술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Andrus, 2012). 한 학생들이 단지 최신 로그램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넘어 캘리포니아 주의 첨단 기술 고용 시장을 성공

으로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Brouillette, 2000).

  한 학생들은 장학생들이 자신들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다는 

에서 편안함과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다. 서로간의 이해는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보다 장학생들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며 이들

은 개인  상담을 하는 등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Brouillette et 

al., 2005). 

  마지막으로 에 없었던 시각, 공연 술 공분야 학생들과의 긴 한 

활동 경험 제공을 통해 다양한 공 경험과 이해를 하게 되며, 심 

역의 멘토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술 장학생들의 경우 

공에 한 흥미와 심을 부분 학창 시 에 갖게 되었다는 에 있어

서 학생들의 이러한 경험은 매우 요하다. 

  이런 로그램의 다양한 이 들에도 불구하고, Vandervoort(2012)는 

로그램의 한계 과 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로그램 활동  

평가 자료의 과 한 업무로 아트 리지 리자와 장학생들은 많은 피로

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리자들이 더 작성하기 쉽고 시간 할애가 

은 새로운 평가 자료 항목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로그램이 기존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만 진행된다는 이다. 더

욱 많은 학생들이 문  술 수업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겨울,  그

리고 여름 술 캠  혹은 워크 , 방과 후 학습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학생들 부모 혹은 지역 주민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로그램에 

한 사회  지지와 후원이 도모될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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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 법  

1 .  질 사례 연구

   본 연구는 멘토링 참여 구성원들이 로그램에 갖는 기 가치를 알아

보고자 하며, 로그램 참여는 그들에게 어떠한 경험을 제공하 는지 고

찰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 로 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며 마지

막으로 지역사회 트 쉽을 한 미술 멘토링 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로그램 참여 구성원들이 갖는 기 가치와 경험 분석이 

요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생생한 소리를 연구 자료로 사용

하기 해 질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 다. 

  그간 멘토링 로그램 효과와 련된 선행연구들은(방진희, 2004; 김순

규·이재경 ,2007; 박 선·이세용·권혜진, 2007; 서혜석·김근곤, 2008; 박선

, 2013 외) 로그램 실시 후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 설문과 같은 양

 수치 검증 연구가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를 이용한 사후 검

증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인다.

 신윤희·안양희(2009)는 청소년의 스트 스 리를 한 멘토링 로그

램의 효과성 연구에서, 학교 멘티와 간호  재학 멘토들은 집단멘토링

과 개별멘토링을 한다. 4개월 동안 진행된 연구 효과를 보기 해 실험

집단과 조집단을 설정하는데,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하지만 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의 질  평가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선·이세용·권혜진(2007)의 연구에서는 소득

층 청소년을 한 학습지원 멘토링 로그램 효과성 도출을 해 양  

연구와 함께 질  분석을 활용한다. 양  연구 결과에서 학교 응이나 

학업성취 측면에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질  분석 결과에서는 멘티-멘토간의 계에서 학습 인 

측면과 정서 인 측면에서 정 인 향을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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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방법과 성실성, 자원 사의 참의

미 등을 배우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는 등 정  성장 경험을 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멘토링 사  사후 검사를 통한 효과성 검증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멘토링 계 경험에 한 포  이해나 경험과정에 한 분석

은 미흡한 수 이다(이소임, 2002). 특히 결과를 밝히기 한 연구들은 

양 조사에 치 하고 있어 멘토링 경험과정이나 경험의 질(quality)에 

한 분석이 부족하다. 그러나 멘토링 로그램에서 멘토와 멘티는 일 일 

계를 통해 서로 향을 주고받는 그 상호작용의 질(quality)이 어떠한

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 인 과정이기 때문에(정학재, 

1998; 조성종, 1995; 이소임, 2002), 계경험 과정에 한 분석은 멘토링 

로그램 평가에 필수 이다

  이에 양 조사를 통한 결과변수 측정과 함께 한편에서 계양상과 변

화과정의 평가를 해 질 조사에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이소임, 

2002). 에컨  Royae(1998)는 멘토링 로그램의 정  변화를 발견하

기 해서 멘토링 계의 질 (quality)평가를 한 표 이나 구체  방

법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고, Slicker와 Palmer(1993)는 

멘티가 인식하는 주  측면에서 멘토링 계의 질(quality)을 분석함으

로써 기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정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

다. 즉 멘토링 로그램에 한 평가를 진행하기 해서는 멘토링 계

과정에 한 질  분석이 필수 이라는 것이다(Thompson & 

Kelly-Vance, 2001). 

  Anda(2001)은 청소년을 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멘토링 경험을 분석

함으로써 멘토와 멘티가 가지게 되는 실제  경험들을 제시하고 멘토링 

계경험에 한 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양 조사의 경

우 연구자가 선택한 결과변수에 의해 단편 인 향을 측정하게 되는 반

면, 질 조사는 멘토링 향을 상자를 통해 직 으로 악함으로써 

로그램 참여 련 다양한 측면의 총제 인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는 



- 36 -

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부에서는 멘토링 로그램에 한 정확한 평가를 

해 멘토링 계에 한 총체 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

며 이를 해 질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Lee, 1995; Royse, 

1998; 이재희, 2001; 채형일, 2000).

   이런 질  조사를 통한 다각  분석은 멘토링에 한 조사뿐만 아니

라 학과 지역연계 활동에 있어서도 요하다. 학과 지역 연계에 있

어서의 핵심은 양측의 트 십 형성을 통한 공동발 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고 지속되는 데 있다. 이에 지역이 얼마나, 어떻게 발 하 는가를 

평가하는 기 은 여러 가지 측면을 복합 으로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

다. 그러나 지 까지는 주로 양  성과의 증 와 그에 따른 결과를 주

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참가자 수의 비율이 얼마나 증가하 나, 만족

도는 몇 %정도 인가, 로그램의 강좌명은 어떠한 것인가 등이다. 이러

한 결과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매우 요하나 질 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충분히 악하고 읽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학과 지역의 연계사업에 있어서 학습 로세스의 면 한 검

토와 성과의 내용에 을 맞추고, 진행방식의 충분한 고찰과 참가자들

의 의견을 통한 변화를 악하면서, 궁극 으로 트 쉽을 통해 지역과 

학이 함께 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조사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이를 통하여 학교, 학, 지역의 연계가 지

역발 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학습을 통한 학과 지역연계의 

의의는 무엇인지, 양  성과만이 아닌 직  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한 

연구자들의 의견과 경험을 수용하여, 이러한 학습활동이 무엇을 시사하

는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해 논하는 것이 요하다. 

  멘토링 로그램 효과성에 한 선행연구들은 멘토링 계의 효용성에 

해서는 합의를 형성했지만 멘토링 계과정에 한 경험  연구가 부

족하다(이소임, 2002). 한 멘토링 로그램의 결과나 효과에 지나치게 

집 하고 있어 멘토링 로그램 자체의 과정이나 질 의 측면에 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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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부족했다. 학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 있어서도 단편 인 효과성 

입증에만 집 해 왔을 뿐 련자 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 하고 검토함

으로써 사업 체의 의미와 상호 계를 더욱 범 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과 지역사회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트

쉽을 발휘하는지 기술하며, 그 과정에서 멘토링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심층 , 다각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  연구 참 여 자 의  특 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멘토링 구성월들로 역할에 따라 미술

교육 멘토, SPO(학교 담경찰 ), 멘티, 멘티 주변인(부모, 학교 선생님), 

멘토링 실무자로 구분하 다. 이와 같이 분류된 구성원들은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한 사회  · 환경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질  연구에 있어

서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특성이 연구 결과에 향이 있으므로, 연구 참

여들의 특성을 최 한 구체 으로 확인하는 것은 요하다.

 1 )  미술 멘토

  아래 <표2>는 미술 멘토8)들의 명단이다. 미술 멘토들은 부 같은 

학원 소속으로 미술교육을 공하는 학생들이다. 미술 재능 기부에 뜻을 

두고 참여한 이들은 미술 교육 경험이 있다. A멘토-1는 ·고· 학생들

을 상으로 미술 교육 경험이 있으며, A멘토-2, A멘토-3, A멘토-4는 

· ·고생 미술 지도 경험이 있었다. 한 이  멘토링에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A멘토-3, A멘토-4으로 등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학습멘

8)  이들의 코드는 A멘토-숫자로, A는 Art의 약자로 ‘A멘토‘는 미술 멘토를 의미하며 
이후 숫자는 높은 연령 순으로 연번을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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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링을 했었다. 

<표2>미술 멘토 명단

 이와 같이 미술 멘토는 미술 교육 석사 · 박사 과정 에 있는 학생이

다. 이들은 미술 지도 경력이 있으며, 멘토링 로그램에 심이 있는 학

생으로 A멘토-1부터 A멘토-4까지 총 4명이다.

 

 2 )  S P O ( 학 교 담 경 찰 )  멘토

 본 연구에 참여한 SPO9)들은 총 6명으로 <표3>와 같다. 로그램에 참

여했던 SPO 원이 연구에 참여했다. 여성 청소년과 계장 1명(SPO-1), 

4개 학교의 SPO 4명(SPO-2, SPO-3, SPO-4, SPO-5) 그리고 담당 학교

는 없으나 청소년들 련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SPO 1명(SPO-5)으

로 구성되었다. 

<표3> SPO(학교 담경찰 ) 멘토 명단

  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SPO는 재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아동

청소년과에 소속된 경찰  10명  6명으로 모두 멘토링 경험은 없었다. 

9)  학교 담 경찰 의 코드는 SPO-숫자로, 숫자의 연번은 계  순으로 하 다. 동 일 
경우, 높은 연령 순으로 하 다.

구분 성별 소속 멘토링 경험 

A멘토-1 여 S  미술교육 공 무

A멘토-2 여 S  미술교육 공 무

A멘토-3 여 S  미술교육 공 유(학습 멘토링)

A멘토-4 여 S  미술교육 공 유(학습 멘토링)

구분 성별 소속 멘토링 경험 

SPO-1 남  여성청소년계 아동청소년과 무

SPO-2 남 여성청소년계 아동청소년과 무

SPO-3 남 여성청소년계 아동청소년과 무

SPO-4 남 여성청소년계 아동청소년과 무

SPO-5 남 여성청소년계 아동청소년과 무

SPO-6 여 여성청소년계 아동청소년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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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멘티

  멘티10)들 역시 로그램에 참여한 멘티 원이 참여했다. 그 명단은 

<표4>과 같다. 이들은 아직 미성년자로, 학부모의 동의를 구한 후 학생

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들은 SPO에게 직 으로 멘토링 제안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학교 상담 선생님, 학교 미술 선생님에게 멘토링 제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표4> 멘티 명단

 

  SPO에게 직  멘토링 제안을 받은 학생은 3명(멘티14-3, 멘티14-5, 

멘티14-10)이었으며, 학교 미술 선생님의 제안을 받은 학생 3명(멘티

14-1, 멘티14-2, 멘티14-11), 학교 상담 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4

명(멘티14-6, 멘티14-7, 멘티14-8, 멘티14-9)이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권

유로 참여한 학생은 1명(멘티14-4)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멘티는 총 11명으로 로그램에 참여한 

원이며, 모두 부모의 연구 참여 동의와 개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었

다. 이들  기존 멘토링 경험을 했던 학생은 멘티14-6과 멘티14-7로 두

명의 학생 모두 학습 멘토링을 했었다. 

10) 멘티의 코드는 멘티14-숫자로, 2014년 멘토링에 참여한 멘티들로 멘티‘14’ 즉 멘티 
이후 참여 년도를 기재하 다. 이후 숫자는 경찰  측에서 받은 명단 순으로 진행하

다. 기재 순서에는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한다. 

구분 성별 학년( 학교) 멘토링 경험 추천인

멘티14-1 여  1학년 무 미술 선생님 

멘티14-2 여  1학년 무 미술 선생님 

멘티14-3 여  2학년 무 SPO

멘티14-4 여  2학년 무 친구(멘티14-3)

멘티14-5 여  1학년 무 SPO

멘티14-6 여  1학년 유(학습 멘토링) 상담 선생님

멘티14-7 여  1학년 유(학습 멘토링) 상담 선생님

멘티14-8 여  2학년 무 상담 선생님

멘티14-9 여  2학년 무 상담 선생님

멘티14-10 여  1학년 무 SPO

멘티14-11 여  1학년 무 미술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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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멘티  주변 인

  다음 <표5>은 멘티 주변인으로, 멘티 학교 선생님 혹은 로그램 참

여 부모들을 포함한다. 우선 주변인S-111)과 주변인S-2은 학교 미술 

선생님이며, 주변인S-3는 학교 상담 선생님이다. 부모들의 경우 11명

의 멘티 부모들에게 연구 참여제안을 했지만 그  연구 참여 동의를 해

 3명의 부모(주변인P-112), 주변인P-2, 주변인P-3)다. 

<표5>멘티 주변인 명단

 

  의 표와 같이 멘티 주변인은 총 6명으로, 로그램에 참여한 멘티들

의 학교 선생님 혹은 부모다. 멘티들이 미성년자이므로 로그램 참여 

의사결정에 주변인들의 의견이 요하고, 멘티 주변에서 그들을 변화를 

찰할 수 있으므로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 

 5 )  멘토링 실 무 자

  멘토링 실무자들은 미술 멘토와 SPO를 연결해 주었으며 무엇보다 멘

토링 운 에 필수 인 재정  지원을 담당했다. 이들은 멘토링 활동에는 

직  참여하지는 않으나, 리자의 입장으로, 로그램 계획 단계 시 계

획을 검토  조언하 으며 원활한 운 을 감시하고 격려했다. 한 

로그램 종결 이후 사업에 한 평가도 담당했다. 

11) 멘티 주변인의 코드  학교선생님들의 경우 S로 사용하 는데, 이는 School 
teacher의 약자로 ‘S-연번’으로 사용하 다.

12)  멘티 주변인의 코드  멘티 부모의 경우 P로 사용하 는데, 이는 Parents의 약자
로 ‘P-연번’이로 사용하 다. 

구분 성별 소속 멘티와의 계

주변인S-1 남 학교 멘티14-1, 멘티14-2 미술 교사

주변인S-2 여 학교 멘티14-11 미술 교사

주변인S-3 여 학교 멘티14-6~9 모

주변인P-1 남 치킨집 사장 멘티14-8 부

주변인P-2 여 제조업 회사 멘티14-1 모

주변인P-3 여 가정주부 멘티14-2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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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멘토링 실무자 명단

  

  <표6>과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멘토링 실무자는 두 명으로 재 

악구청 교육사업과 소속, 멘토링 담당 직원들이다. 이들은 재 30여개의 

다양한 멘토링을 운 , 감독하고 있다. 다양한 경험을 토 로 본 멘토링

에 한 평가와 멘토링 반에 한 의견을 듣고자 연구 참여자로 선정

하 다. 

3 .  자 료  수 집  방 법   분 석  방 법

  본 연구는 미술 멘토링 참여자들의 로그램에 한 기 가치  경험

의 과정들을 생생한 그들의 소리로 직  듣고자하는데 있다. 이에 1차

으로 멘토링, 미술 멘토링, 지역사회 트 쉽 련 문헌연구를 진행하

으며, 2차 으로 로그램 참여자들을 상으로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s)을 하 다. 

  1차 문헌연구들의 자료는 국회도서 에 비치된 국내 석 · 박사 학  

논문  학술 자료들과 국외 · 국내 학술검색으로 고찰하 다. 한 통

계자료들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웹(web) 검색을 통해 진

행하 다. 필요에 따라 단행본들은 앙국립도서   학교 도서 에 

비치된 도서들을 참고하 다.

  2차 으로 진행된 심층 면담은 멘토링에 참여한 구성원들을 상으로 

하 는데, 면담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멘티들은 

미성년자로 부모에게 개별 인 연락을 취해 약속 일정을 잡았다. 이후 

면담을 통해 연구의 의도  계획을 달했다. 부모의 자녀 연구 참여 

구분 성별 소속 멘토링 실무 경력

멘토링 실무자-1 남 K구청 교육사업과 6년

멘토링 실무자-2 여 K구청 교육사업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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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주어진 경우에 한해 학생들에게 인터뷰 동의를 얻었다. 성인 연

구 참여자 경우 역시 사  약속을 잡고, 연구 설명  인터뷰 내용을 간

단히 설명 한 후 서면 동의서에 최종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해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이와 같이 면담  과정은 참여자의 양해를 구한 후 핸드폰 음성 녹음 

로그램을 이용해서 면담  과정을 녹음하 다. 비공식 인 면담과 달

리 공식 인 면담은 참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여, 

미리 비한 질문(interviews)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존 제한된 

질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분 기 속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유도하기 해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채택하 다. 지침서에 

제시된 내용 이외에도 면  진행과정에서 면 자가 연구에 필요하다고 

단하는 내용의 자료를 추가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악한 것이다. 

 면담은 사례 당 30분에서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다. 미술 멘토의 면

담은 공 연구실에서 이루어 졌으며, SPO는 경찰서 아동청소년계 상담

실에서 진행되었다. 멘티들의 경우 학교 선생님의 안내로 교실에서 진행

되기도 했으며, 학교 근처 카페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멘티 주변인  부

모는 자택 근처 카페에서 진행되거나 직장에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 실무자들은 구청 세미나실에서 실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정보  이름은 익명처리 하 으며, 나이 역시 

비공개로 진행하 다. 공개되는 부분은 신분(학생, 교사, 미술교육 문가, 

경찰 , 구청 실무자, 학생)과 성별인데, 이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신분 

 치에 따른 생각이 요하므로 공개하 다. 

  면담이 끝난 후 ‘한 ’ 로그램을 이용하여 사(transcribe)하 다.  

사 작업이 완료되면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메일(e-mail)로 사 자료를 

송, 인터뷰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 다. 동의된 경우의 한해 연구 

자료로 사용하 으며, 이후 연구 탑재가 불필요하다고 단되는 부분은 

즉시 폐기하 다.



- 43 -

 자료 분석 방법은 개방형 코딩(open coding)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질

연구의 목 을 가장 잘 반 한 귀납  분석방법으로서 “자료 속에 함

축된 의미에 맞는 주제나 용어를 연구자가 직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는 

방법”이다(김 천, 2006, p.25).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사

된 자료에 을 치는 작업인 세그멘 (segmenting)을 하고, 둘째, 세그

멘 된 자료 에서 서로 연 성이 있는 내용들을 묶어 명칭을 부여하는 

기 코딩을 거친 후, 셋째, 지속 으로 나타나는 코딩을 핵심 이고 포

인 주제별로 묶는 심층 코딩의 단계로 나아간다. 연구자 역시 의 

방법을 용하여 자료들을 분석하 다.

  구체  과정은 다음과 같다. 녹취한 자료들을 축어록으로 작성하고, 한 

 한  읽으면서 의미단 를 찾아내어 유사한 의미단 들을 묶어서 하

범주로 형성하 다. 다시 하 범주들을 묶어서 범주로 통합하는 범주

화 분석을 실행하 다. 이러한 과정은 구체 인 것에서 추상 인 것으로 

변환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 으로 구성원들의 기 가치 역에서는 13가지 요소(멘티 소통 

능력 향상, 미술치료, 멘티 재능 개발, 멘티와 친분, 미술 기법 습득, 미

술 상담, 원활한 멘토링 운 , 좋은 성과물, 멘티에게 정서  도움, 자녀

의 다양한 경험과 재능 개발, 미술 기법 습득, 미래 진로에 도움, 정서안

정)를 도출해냈으며, 경험 요소에서는 12가지 요소(다양한 체험, 멘토, 멘

티들과 친해지는 시간, 자아성취감 획득, 자아성찰의 기회, 보람, 학생에 

한 이해, 미술에 한 생각의 변화, 멘토링 실무자로서의 보람, 미술 

멘토링 지속에 한 확신, 학교 교육에 한 아쉬움, 재능기부의욕, 경찰

에 한 고마움, 멘토링에 한 정  확신)를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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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사회 연계 미술 멘토링 로그램 기획  용

  Ⅳ장은 연구자가 실시한 사례 고찰로 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운 과정 반의

구성원들 역할과 상호작용들을 고찰한다. 한 실제로 진행된 로그램 구성

과 용방법의 제시를 통해 국내 미술 멘토링 기획  운 의 발 을 도

모하고 자 하 다.

1 .  미술 멘토링 로 그 램  기 획   운

  연구자가 실시한 미술 멘토링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학교 부 응 

청소년 등 평소 교우 계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한 로그램으로, 

악구청 멘토링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악경찰서 아동청소년계 SPO들과 

악구 소속 학의 미술 교육 공생들이 력하여 진행했으며, 기간은 

2014년 5월 14일부터 2014년 9월 3일까지로, 총 10회 진행되었고 1회 최

소 2시간에서 최  8시간 활동했다. 이번 에서는 구체 으로 로그램

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기획되었으며 구성원들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고

찰하 다.

  1 )  로 그 램  기 획

   교우 계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미술 활동이 도움 될 것으로 기

한 악경찰서 아동청소년계 계장은 악구청 멘토링 실무자에게 미술 

멘토링 연결을 요청했다. 실무자는 미술교육 사동아리 표 던 연구자

에게 연락을 주었고 연구자는 공 내 멘토링에 심 있는 학생들을 모

집하 다. 

  경찰서 아동청소년계 계장과 미술 멘토 표인 연구자는 로그램 시

작  수 차례 통화를 하며 참여 상, 로그램 방향, 장소 등 략 인 

운  방향을 논의하 다. 이후 경찰서 아동청소년계 회의실에서 미술 멘

토들과 SPO들은 회의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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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멘티 선정 기   명수 경찰서 계자들은 학교폭력 피해 청소

년의 심리  안정을 해 미술 활동의 필요성을 언 했다. 이에 미술교

육 멘토들은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의 피해 범 가 어느 정도 인지 구분

하길 원했다. 이는 멘티의 특성을 구체 으로 악해서, 그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들은 학생들의 피

해 정도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은 어렵다고 했다. 한 

직 으로 폭력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평소 소심하거나 내성 으로 교

우 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잠재  피해 청소년으로 보고 본 로

그램에 참여시키고자 했다.

  멘티 상 설정이 로그램 방향을 결정할 만큼 요한 사항으로 미술 

멘토들과 SPO들은 오랜 회의를 통해 ‘교우 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

는 청소년’으로 상을 결론내리고, 구체 으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학교 부 응 청소년, 소극 인 청소년들을 모집하기로 한다. 

  참여 인원은 미술 멘티가 4명 인 것을 고려할 때, 8명에서 12명 정도

가 합할 것으로 합의한다. 처음에 SPO들은 되도록 많은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고 싶어했으나, 논의 끝에 멘토링에서 멘토와 멘티의 긴 한 

계가 요한 만큼 미술 멘토 한명에 최  멘티 세 명이 합할 것으로 

의하 다.

 둘째, 멘토링 1회 운  시간  총 횟수에 한 논의다. 로그램에 따

라 다르지만 일반 으로 미술 활동은 다른 교과목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장시간의 활동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단되어 1회 2시간으로 확정했으며,      

횟수는 구청에서 지원받은 산과 구성원들의 참여도를 고려하여 10회로 

의하 다. 

  셋째, 멘티들의 교통 문제로, 멘티들은 총 네 곳의 학교 학생들로 학생

들을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했다. 한 하교 시간이 달랐으며, 

연구자가 속한 학교가 멘티들의 학교와 먼 경우도 있었다. 이에 각 학교 

SPO들이 담당 학교 학생들의 교통편을 책임져 주기로 했다. 하교 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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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멘토링 장소까지 데려다 주었으며, 로그램이 끝 난 후 집 혹은 

학교로 다시 데려다 주었다. 학교 외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안 이 특히 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SPO들의 역할이 매우 

요하 다. 

  회의가 종결된 이후에도 경찰서 계장과 연구자는 수 차례 이메일과 통

화를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원활한 로그램 시작을 해 비했

다. 미술 멘토들은 별도의 회의들을 거쳐 로그램 커리큘럼을 구성하

으며,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운 에 한 조언  지도를 받았다. 

  2 )  로 그 램  운

  본 멘토링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했는데, 구청의 직원, 

경찰(SPO), 학의 미술교육 공자, 청소년, 청소년 부모, 학교 선생님

들이 직  혹은 간 으로 여하 다. <그림2>는 구성 계도이다. 

<그림2> 멘토링 구성원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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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그림과 같이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역에 있지만 로그램의 원

활한 운 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서로 상호작용하여 력한다.        

악구청은 학생 멘토링 사업을 주 하 다. 그 과정에서 SPO와 미술 

멘토를 연결해 줬으며, 로그램 운 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담당했다. 

한 로그램 운 에 한 조언들을 하 으며 로그램 종료 후 평가의 

역할도 담당했다. 

  다음으로 학의 교수와 학원생들은 로그램 구성  기획을 담당

했다. 로그램 방향인 ‘학생들의 소통 능력 증진’을 목표로 멘토들 각자 

로그램 커리큘럼을 작성 한 후 내부 회의를 통해 10회 로그램으로 

재구성 하 다. 이후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보완하 다. 

 청소년들은 멘티로 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SPO들은 멘티 모집을 담당했다. 그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교우 계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상으로 모집하는 

로그램이므로 상담선생님에게 추천을 받기도 했으며 일부는 미술 멘토링

인 만큼 미술 선생님에게 추천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 선생님들은 SPO의 요청으로 미술 멘토링에 참여할 학생

들을 선발하 다. 이들은 멘토링에 직 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멘티 

선발과 함께 멘티를 주변에서 찰하는 요 인물이다. 청소년 부모들 

역시 직 으로 로그램에 여하지는 않으나, 청소년 멘토링에 있어

서 부모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요한 구성원이며 무엇보다 학교선생님들

과 같이 멘티들을 찰하여 그들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구성원으로 의미

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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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술 멘토링 로 그 램 의  용

  이번 에서는 미술 멘토링 활동의 구체 인 내용들로 로그램 구성

의 체  흐름을 서술하 고 이후 세부 으로 로그램들이 어떠한 교

육학  근거로 개설되었으며, 구성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고찰하 다. 

 1 )  로 그 램  구성

  교우 계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을 상으로 기획된 본 멘토링은 학

생들의 소통능력 향상에 이 맞춰져 있었다. 미술은 억압된 감정과 

욕구들을 이미지를 통해서 자유롭게 표출 할 수 있기에 감정 표출에 있

어서 매우 효과 인 방법인데, 소통이 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미술교육

로그램은 내  소통과 타인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이 지, 2013). 

  이와 같이 소통 능력 향상에 으로 두고 총 여섯 가지 활동들로 

로그램을 구성하 는데, 과정은 다음 <그림3> 과 같다.

<그림3> 로그램 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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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그림에서와 같이 로그램은 내 소통에서 타인과의 소통으로 소

통의 범 가 확 되며 최종 으로 사회와의 소통으로 종결하 다. 우선  

내  소통 활동으로 드로잉과 꼴라주를 기획했는데, 이 활동들은 개인 

작업으로 진행됬다. 자기표 활동의 일환으로, 멘티들의 자아 탐색이 목

이었다. 이후 진행된 타인과의 소통을 한 작업들은 동학습으로, 멘

티들의 사회성 발달을 해 기획되었다. 마지막 시는 사회와의 소통 

역인데, 멘티들은 작품으로 람객 즉 사회와 상호교류 작용 하는 경

험을 하게 될 것이다. 

  2 )  로 그 램  내 용

  앞에서 논의했듯 활동들은 멘티들의 소통 능력 향상을 해 구성되었

으며 총 6가지 주제들로 이루어졌다. 시간상의 이유13)로 같은 주제가 2

차시로 진행된 것이 부분이었으며, 벽화 작업 같은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활동으로 1회 8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구체 인 로그램의 내

용은 다음 <표7>와 같다. 

<표7> 미술 멘토링 로그램

13)  1회 평균 2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차시 수업 일 수업명 수업내용 

1 2014.5.14
뇌구조 
그리기

 오리엔테이션
 뇌구조 그리기를 통해 생각을 공유

2 2014.5.21 보물지도 
만들기 

 합 에 잡지  기타재료 이용 꼴라주 
 미래의 모습을 표3 2014.5.28

4 2014.6.11 우리가 
만드는 학교

 기 하는 학교 모형물 만들기
 학교에 한 서로의 의견 공유5 2014.6.18

6 2014.6.25
하고 싶은 

이야기

 캔버스에 아크릴 작업
 낙서 형식
 학교 생활의 감정들을 가감없이 낙서로 표7 2014.7.09

8 2014.7.16
벽화 작업  당곡 등학교 정문 담벼락 벽화제작

9 2014.7.20

10 2014.9.03 시
 멘토링 활동 작품 시
 악경차서 소회의실에서 진행
 학교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 등 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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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다양한 미  경험을 해 드로잉에서부터 꼴라주, 동조형

작업, 낙서화, 벽화, 시로 평면작업에서부터 입체 그리고 공공 술 

역까지 포함하 으며, 평소 학교에서 다루기 힘든 문  미술 재료들로 

기획하고자 했다. 아래에서 로그램 내용들에 해 구체 으로 제시하

다.

  ( 1 )  뇌 구조  그 리 기

   ‘뇌구조 그리기’는 1차시 로그램으로, 얼굴 실루엣만 그려진 종이에 

지  생각하는 것들, 느끼는 감정 그리고 멘토링에 바라는 것 등을 자유

롭게 그림 혹은 로 표 하는 활동이다. 이는 자기표 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폭넓게 달하는 것이다(Ronald B. Adler, 

1993). 미술활동에서의 자기표 은 학생 개개인의 느낌, 인식, 의도 상상

력 등 개인의 모든 것이 포함(김진경, 2013)되며 이러한 열린 활동은 궁

극 으로 개인의 경험을 넓 주며 조와 직 력 등을 길러 으로 참된 

자아세계를 표 하게 한다(김정 외, 1998).

  실제로 정 태(2005)는 자기표출훈련 로그램을 통해 등학교 결손

가정 아동의 자아존 감과 사회성 발달에 향 있음을 밝혔으며, 노용

(2007)은 자기표 훈련 미술 로그램이 학생의 자기개념과 자아 존

감에 향이 있음을 도출해 냈다. 이와 같이 자신을 표 하는 활동들은 

자기개념과 사회성 발달에 향을 다.

 로그램에 참여한 멘티들의 경우 평소 교우 계에 어려움이 많은 학생

일수록 생각  감정 표 을 어려워했으며, 주  치만 보는 모습을 

찰할 수 있었다. 멘토들이 다가가 활동 참여를 유도했으나, 고개를 숙이

고 먼 곳을 응시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SPO들과 다른 

멘티들의 활동을 보며 조 씩 표 하기 시작했으나, <그림4>와 같이“자

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등 지루한 감정, 부정  감정을 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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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멘티 14-6, 14-7, 14-9 뇌구조 활동

 

  ( 2 )  보 물 지도  만 들 기

  ‘보물지도 만들기’는 2차시로 진행되는 꼴라주14) 활동으로 멘티들이 갖

고 싶은 것 혹은 되고 싶은 사람 등 미래 바라는 사항들을 잡지 ,노끈, 

구슬 등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합 에 붙이는 작업이다. 본 로그

램 역시 자기표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임의 로 선택하고 붙이

는 꼴라주 활동은 여러 가지 재료로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유도할 수 있

으며, 표 의 극 인 태도를 갖게 해 다(윤경희, 2004). 한 정체되고 

축되기 쉬운 소극 인 표 활동에 만족감과 자신감을 키워서 정 인 

자아감을 형성시켜주는 거름이 될 수 있다(공은희, 2012).

  학생들은 멘토들이 제시한 잡지들을 극 으로 탐색하며 자신들이 원

하는 이미지들을 찾아 나갔다. 1차시, 활동에 소극 인 모습을 보 던 학

생들의 경우도 기에는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 으나 반이 이후 

활동을 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 이들은 구성에 차이를 보

는데, 미술에 심이 많던 학생들은 <그림5>와 같이 원하는 미래의 모

14)  본래 ‘풀칠’ ‘바르기’ 따 의 의미 으나, 용되어 화면에 인쇄물, 천, 쇠붙이, 나무
조각, 모래, 나뭇잎 등 여러 가지를 붙여서 구성하는 회화 기법, 는 그러한 기법에 
의해 제작되는 회화를 가리킨다(세계미술용어사 , 1999, 월간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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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원하는 물건 등 다양하고 구체 으로 표 한 반면 교우 계에 어려움

이 있는 학생들일수록 <그림6>과 같이 좋아하는 가수의 사진 몇 장 붙이

는 것을 끝으로, 자신의 이야기는 표 하지 않았다. 멘토들이 다가가 격려

도 하고 좋아할 만한 이미지들을 찾아주었으나, 거부하 다.

 작품 완성 후 발표시간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 는데, 활동에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한 학생들은 구체 으로 작품 설명을 하 으나, 활동을 단한 학생

들은 가수 이름을 언 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거나 발표를 거부했다. 

         <그림5>멘티14-1, 멘티14-2 보물지도 

<그림6>멘티14-6, 멘티14-9 보물지도 

  ( 3 )  우 리 가  만 드 는  학 교

   본 활동은 학교 모형물을 만드는 입체조형 활동으로, 기존 획일화된 

학교 건물 모양이 아닌 멘티들이 상상하는 학교를 만드는 활동이었다.  

로그램 기획 의도는 학교 외형 제작 활동을 통해 ‘학교’에 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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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함이다. 한 멘티들의 다양한 

미  체험을 해 1, 2 차시의 평면 작업과 달리 입체 조형 작업을 기획

했다. 입체조형이란 만드는 활동(정수진, 2008)으로, 로웬펠드(Lowenfeld)

는 입체조형 활동이 가장 생명력을 지닌 활동이라 하 으며, 슈테른

(W.stern)은 입체조형 활동을 가리켜 기능의 즐거움과 쾌락이 연속되는 

활동이라고 하 다(김자 , 2002). 이처럼 조형작업은 조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평면 작업과는 도 다른 창작의 경험을 할 수 있다. 

  한 지난 시간 내  소통을 한 개인 작업과 달리, 타인과의 소통 

즉 다른 멘티들과의 소통을 해 동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멘토들을 

서로 다른 학교 멘티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

로 조를 편성하고자 하 으나, 멘티들이 완강히 거부하여 같은 학교 학

생들끼리 진행하 다. 

  멘티들은 작업을 하며 학교 건물의 답답함, 학교 건물 색에 한 아쉬

움 등을 언 하 다. 한 교실 책상 배치의 불만, 짝꿍 이야기, 청소시

간 혼났던 사연 등 학교생활들을 공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멘티들은 <그림7>, <그림8>과 같이 각 조별로 개성 있고 멋진 학교들

을 제작하 다. 지난 1, 2차시 때 비 극 이던 학생들도 만들기 활동에 

극 으로 참여했으며, 다른 학생들과도 조 씩 소통하며 작품을 제작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 모든 학생들이 극 으로 발표하는 등 

만들기 활동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 다. 

<그림7>우리가 만드는 학교 1



- 54 -

<그림8>우리가 만드는 학교2

  

  

  ( 4 )  하 고  싶 은  이 야 기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도 학교에 한 주제로 진행하 다. 그러나 

지난 시간 조형 작업과 달리 낙서화 작업이다. 낙서화 제작에 앞서 자신

의 감성을 솔직하고 표 하고 자신의 내면을 자유롭게 그린 바스키아

(Basquiat) 작품들과 키스 해링(Keith Haring) 작업들을 감상한 후 자유

로운 드로잉도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과 토론하 다. 

  낙서화는 자신의 사상, 념, 주장 등을 솔직하게 외부로 드러낼 수 있

는 하나의 표 행 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커뮤니 이션 속성을 통해 서

로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 다. 특히 미

술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이런 활동은 특별한 기교를 요하

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의 극 인 참여를 기 하 다. 

 5명이 조를 지어 작업을 시작했는데, 멘티들이 지난 시간에는 다른 학

교 학생들과의 조별활동을 거부하 으나, 본 차시에서는 멘토들의 의견

에 따라 다른 학교 학생들이 같은 조로 활동했다. 이들은 자유롭게 그리

는 활동에 오히려 어떻게 근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모습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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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멘토들은 드로잉에 앞서 멘티들이 학교에 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알리고 싶은 이야기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 다. 서로 친분이 없던 

멘티들은 조 씩 화를 하며 시험에 한 불만, 선생님들에 한 불만, 

식에 한 불만 등 다양한 학교생활 이야기를 했다. 한 공통된 불만

사항들에 해 서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 다. 

  화를 하며 학생들은 즉흥 으로 그리기를 시작했다. 활동이 진행될

수록 학생들은 보다 자유롭고 범하게 작품을 제작해 나갔다. 이 과정

에서 다른 멘티 그림에 그리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만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완성된 작품은 <그림9>과 같다.

  학생들은 보고 같이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그려서 매

우 좋다는 반응을 보 으며 특히 마음 로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좋고 

물감을 손 체에 묻힌 후 캔버스에 손을 는 등 평소 학교에서 해보지 

못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고 한다. 

<그림 9>하고 싶은 이야기 1,2

  ( 5 )  벽 화

   악구 소재 등학교 담벼락에서 진행된 벽화작업은 구성주의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멘티들이 능동 으로 로그램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

도록 했다. 이에 벽화 제작  과정에 걸쳐 모든 사항을 멘티들과 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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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결정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극반 하고 함께 실천해 나갔다. 가

장 먼  도안 제작 시 모든 멘티들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등학교의 밝

은 이미지를 표 해주길 원하는 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수용하

여 몇 가지 도안들을 구상했다. 그  미술멘토들, SPO들, 멘티들 그리

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회의를 거쳐 키스 해링(Keith Haring) 작품을 패

러디한 도안이 선정되었다. 자신이 제안한 도안이 수용되지 못해 아쉬움

을 표 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나, 벽화 작업이 진행 된 이후에는 별 다른 

거부 없이 극 으로 작업에 합류하 다.

  1차시에는 벽을 매끄럽게 하고 벽면에 스 치를 했으며, 2차시에는 본격

으로 벽 도색 작업을 진행하 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상, 오

부터 작업을 시작하 다. 이에 토요일에 진행하 는데, 집안 사정이 있어 

불참석한 학생 2명을 제외, 8명이 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참여하 다. 

활동이 더운 여름날 진행되었음에도 모두들 열심히 참여하 다. 서로 재료

를 나 고, 어려운 을 도와주는 등 많이 친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활동  지역 주민들과 등학교 학생들은 많은 심을 보 으며, 지나가던 

학생들  직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벽화 작업에 같이 참여했다. 

한 더운 날 고생한다고 간식을 사다주시는 주민들도 있었다. 벽화가 완성된 

후 마을 주민들은 골목이 한층 밝아졌다며 좋아했고, 등학생들은 벽화 앞

에서 사진을 기도 했다. 최종 벽화의 모습은 <그림10>과 같다. 

  멘토링이 최종 종결된 후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에 한 조사에서 벽화에 

참여했던 8명 원이 벽화를 선택할 만큼 학생들은 벽화 작업에 큰 흥미를 

보 다. 비록 더운 여름날, 긴 시간, 야외에서의 활동이 힘들었지만, 평소 해

보고 싶었고, 쉽게 해볼 수 없는 작업이여서 재미있었다고 한다. 한 지역 

주민들의 칭찬에 뿌듯했으며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한 멘티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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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벽화

  ( 6)  시

   멘토링 마지막 로그램은 시로, 멘티들은 멘티들과 시기획을 했다. 

이러한 시기획활동을 학생들에게 자기 작품에 한 자신감과 애착 그리고 

반성  사고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가능하게 해 다(김은정, 2014). 멘토

들 역시 그간 했던 작품들을 시함으로 멘티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다시 돌

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작품으로 멘티 주변인들 그리고 사회와 소통

하길 기 했다. 

  시 장소는 <그림11>에서와 같이 경찰서 내 소회의실에서 진행됬다. 장

소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1주일 정도 공간을 여하는 것은 쉽

지 않았다. 구청의 경우 작품 리 문제로 공간 여를 꺼려했으며, 연구자 

소속 학같은 경우 1년 에 미리 시 공간 여가 종료된 상황이었다. 이

에 가능한 공간은 경찰서 내 소회의실이었다.

 멘티들은 시 오  시간보다 2시간 정도 일  시장에 모여 시 비를 

했다. 미술 멘토들을 도와 작품을 벽면에 걸고, 작품 캡션을 직  부착했으

며 다과 비도 했다. 멘티들은 작품들을 최 한 입구 쪽과 먼 곳으로 배치

하고 싶어하는 등 작품 공개에 해 부끄러워 하는 모습을 보 다. 그러면서

도 시 오 닝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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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티 부모님, 친구, 멘토링 실무자, 학교 선생님, 경찰 들 등 시장을 찾

았는데, 멘티들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 지만, 이내 지인들에게 

작품들을 설명하고 작품 앞에서 같이 사진을 는 등 즐거운 모습을 보 다. 

멘티 주변인들과 실무자들은 시를 람하여 멘티들을 격려하 으며, 멘토

들에게도 고마운 감정을 표 하 다. 

<그림11> 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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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연구 결 과

  Ⅴ장에서는 미술 멘토링 참여 구성원들이 로그램에 해 어떠한 기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지속 이고 성숙된 멘토링

을 해 각자 추구하는 이 과 기 가치를 면 히 아는 것은 매우 요

하다(Cantor, N, 2006). 

  한 이들이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감정과 느낌을 고찰하여 기 가치 

충족 여부를 검증을 하고,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

로 앞서 살펴본 문헌 연구들과 연구자가 도출해낸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

내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 트 쉽을 한 미술 멘토링 활성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  미술 멘토링에  한 기 가 치

   연구자는 멘토링을 진행하며 로그램 구성원들이 ‘미술 멘토링’에 기

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술 멘토들은 결과물 

보다는 멘티들의 활동 경험에 을 두고 있었으나, 멘토링 실무자들은 

되도록 뚜렷한 결과물이 있길 바라고 있었다. 한 SPO들은 즉각 인 

멘티들의 변화를 기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자  

SPO  한 명은 연구자에게 학생들이 조  더 즉각 으로 변할 수 있

는 활동을 요청했다. 이에 해 미술 멘토들은 미술 활동은 시간이 지나

면서 스스로 변화 과정을 겪게 되므로 기다려 달라고 했다.

  와 같이 서로 다른 기 의 이해 부족은 구성원들 간 불 화음을 유

발하 다. 따라서 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해서는 서로의 기 가치

를 명확히 악한 후 로그램 구성을 해야 한다. 즉, 활동의 명확한 목

 정립을 통해 서로 기 하는 바를 충족 할 수 있어야 한다(Hol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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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그램에 참여한 멘티, 미술 멘토, SPO, 

멘토링 실무자, 멘티 주변인(부모, 학교 미술 선생님, 학교 상담 선생님)

들이 각각 어떠한 기 가치를 갖고 로그램에 참여했는지 고찰하 다.  

 1 )  미술 멘토 

  미술 멘토들은 멘토링을 사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 동기를 

살펴보면, 멘티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멘티 상에 한 심 등 멘티에게 활동의 을 두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

게 되었지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았구요(A멘토-1).

 사활동, 재능기부 이러한 활동 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었죠. 그

런데 막상 실천은 못했었지요.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니, 해볼까하고 

하게 됬지요. 많이 부족하지만...도움이 되면 좋잖아요(A멘토-2).

  와 같이 멘토들은 미술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함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기 하고 있었다. 특히 멘토링 

상이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잠재  피해 청소년’인 은 이들의 참

여 심과 의욕을 증진시켰는데, 실질 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수 있다는 이 동기를 부여햇다고 한다. 

  한편 미술 멘토들은 멘티들의 미술 기법 실력 향상에는 부정 인 생각

들을 갖는데, 기술 인 부분을 지도하기엔 10번은 짧으며, 멘티 상의 

특성 상 기술 인 것보다는 미술 활동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멘티들 간에 서로 력하고 교류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었다.

 
   쎄.. 단지 잠깐 미술 수업을 하는데 어떤 기술 인 것들을 한

다기 보다는... 학생들이 와서 즐거워 하고(A멘토-2).

  학생들에게 정서 으로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럴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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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도 있었지만...내 소통이랄까, 서로 소통하고...그런게 좋겠다

고 회의도 했었구요(A멘토-3). 

 
  이와 같이 미술 멘토들은 교우 계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멘토링인 만큼 이들이 어떤 미술  기술을 배우는 것 보다,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내 으로 소통하고 다른 멘티들과 상호교류하며 교우 계

가 증진되는 것을 기 하고 있었다. 

 2 )  S P O

   ‘미술 멘토링’에 한 SPO들이 갖고 있는 기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미술 치료, 멘티들의 재능 개발, 그리고 멘티들과 SPO들의 친

분도모이다. 각각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  미술치 료  

  SPO들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잠정  피해 학생들이 미술 활동을

통해 정서 으로 치료를 받기 원했다. 이들은 구체 으로 학교 폭력 혹

은 교우 계 문제 경험과정에서 생긴 상처받은 마음, 이  교우 계에서 

생긴 부정  경험과 감정들을 미술활동이 치유해주길 기 하고 있었다. 

 미술치료를 통해서, 미술치료를 해서, 우리 학생들의 상처 입은 

마음이 미술을 하면서 조 이나마...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 를 가졌습니다(SPO-2)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학생

들에게 치유 하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SPO-1). 

  이와 같이 SPO들은 멘티들이 정서 으로 치유 받을 것을 기 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한 빠른 변화를 기 하고 있었다. 실제로 로그램 

기, 이들의 변화가 없다고 단 된 SPO는 미술 멘토들에게 로그램 변

경 요청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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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재 능  개 발 의  기 회 

  모든 SPO들이 ‘미술치료’를 기 했던 것은 아니다. 경제  어려움 등

의 이유로 다양한 미술을 해 보지 못한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미  재능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상하고 있었다.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미술작품을 만들어 으로써 학생들에게

는 재능계발의 기회를 주고(SPO-1).

  미술에 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했

습니다. 이런 활동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쉽게... 해보지 못한 미술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 했습니다(SPO-5).

  경제 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런 멘토링이 미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경험? 그런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SPO-6).

 
   SPO들은 멘토링 기획 취지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과 잠재  피해 

청소년들을의 소통능력 향상인 을 알고 있었으나, 미술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로 제공될 수 있다는 개인  단으로 멘티들

을 추천했다.

  이러한 SPO들의 서로 다른 기 가치는 멘티 모집에 향을 주었는데, 

치유에 을 둔 경우 상담 선생님에게 멘티 추천을 요청한 반면, 재능 

개발을 요하게 생각한 SPO는 미술 선생님에게 추천받는다.  

  ( 3 )  S P O 들 과  학 생 들 과 의  친 분

  SPO들은 공통 으로 로그램을 참여를 통해 멘티들과 친해지길 기

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친분은 학교 담 경찰 으로써 로그램

에 같이 참여하므로 멘티들과 더 화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하고 있었다. 한 멘티들과 친해짐

으로 멘토링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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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학교 담경찰 과 친 해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이죠. 그리고 학생만 좋은게 아니라 우리 학교 담경찰 도 아무래

도 학생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높이에 맞춰가

는 자신의 모습을 직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었던 거죠(SPO-1).

  학생과 경찰 이 자주 만남으로서, 서로 잘 이해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일들에 한 것도...정보공유 그러니깐 서로 알고, 

그 게 된다면 학교폭력으로 발 하지 않고 사 에 차단하려는 효

과가 있지 않을까, 그 게 기 합니다(SPO-3). 

  이처럼 SPO들은 공통 으로 멘티들과 교류를 통해 그들과 친해지길 

기 하고 있었으며, 이런 친분은 청소년 문화에 한 이해 증진을 가능

하게 할 것으로 상 하고 있었다. 이에 이들은 매 시간, 멘티들 사이에 

앉아서 극 으로 로그램에 참여했다.

 

 3 )  멘티

  멘티들은 서로 다른 경로로 로그램 추천을 받는다. 로그램에 참여

한 11명의 멘티들  3명은 SPO에게 직  미술 멘토링 제안을 받았으

며, 학교 미술 선생님에게 제안을 받은 경우는 3명, 학교 상담 선생님에

게 제안을 받은 학생은 4명, 마지막으로 친구의 제안을 받은 학생은 1명

이었다. 

  미술 멘토링에 한 제안자의 단에 따라 ‘ 문  미술 교육’ 혹은 

‘미술 심리 치료’로 로그램에 한 설명을 듣는데, 공통 으로 미술 기

법에 한 지도가 있을 것을 상하고 있었다. 

미술 수업이니깐요, 이론수업이랑 수채화 뭐 그런거 있잖아요(멘티

14-6).

그림 그리기 같은 것들. 미술이니깐...(멘티14-4).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거 하나 했어요.  수채화나 디자

인 배우나 했구요(멘티14-5). 

미술이 들어가니깐 수채화하는거 알려주실꺼라고 생각했어요. 그

러면서 상담도 하고(멘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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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멘티들은 미술 실기와 기능 수를 상하고 있었다. 한편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진행된다는 , 학생들이 진행한

다는 에서 무언가 새롭고 특이한 미술 활동을 기 하고 있었다. 

 미술 가르쳐  거 같았아요. 근데 수채화나 그런건 말고도...학교서 하

는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한다니깐 왠지 더 재미있을 꺼 같고 그랬

어요(멘티14-1). 

 학교에서는 하기 힘든...그런...미술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서...기 ...기 를 가지고 재미있는 수업이 진행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멘티14-1).

  이와 같이 멘티들은 미술 멘토링을 통  미술 교육의 연장선으로 미

술 기법들을 배울 것으로 상하고 있었으나, 미술에 심이 있는 학생

일수록 기존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이 아닌 ‘특이한’, ‘평소 해보지 못

한’ 미술 활동을 할 것으로 기 하고 있었다. 

 4 )  멘토링 실 무 자

  멘토링 실무자들은 재 구청에서 교육 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하나로 멘토링을 맡고 있었다. 로그램 운  반에 한 리와 

재정  지원을 책임지고 있으며, 미술 멘토와 SPO를 연결해주는 요한 

역할을 한다.

  실무자는 사업을 기획하고 운 하는 입장에서 원활한 멘토링 운 에 

요성을 두고 있었으며, 로그램 내용에 한 기 는 미술 활동을 통

해 멘티들에게 ‘정서 ’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길 기 하고 있었다. 

  ( 1 )  원 활 한 멘토링 운

   멘토링 실무자들에게 가장 요한 것은 ‘원활한 멘토링 운 ’으로 

리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 로그램이 제 시기에 시작되고, 잘 운 되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요하다고 했다.

  운 에 있어서 멘티 구성과 멘티-멘토 연결을 운 에서 가장 요하



- 65 -

게 여기고 있었는데, 용이한 멘티 리 차원에서 되도록 같은 학교 학생

들로 구성하는 경향을 보 다. 

  한 되도록 멘토가 원하는 상으로 멘티를 선발하고자 하나, 실제로 

멘토가 원하는 상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보통 

멘토들은 ‘사회  약자’, ‘도움이 필요로 하는 학생’과 같이 소득층 학

생, 한 부모 자녀 등을 멘티 상으로 원하지만 막상 이런 학생들 부 

멘토링에 심을 보이진 않기 때문이다.

  사실은 희는 어떤 기 라기 보다는 그냥...각자가 서로 간에 

잘 맞춰서... 이런 것들을 진행했으면 하는...사실 희는 그냥 조

인해주는 희 임무는 빠져 있고. 사실 희가 이래라 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멘토들에

게 이야기 해라 이런식으로(멘토링 실무자-1). 

  이번 멘토링은 아무래도 경찰 측에서 맡아서 멘티들을 모아주

시고 하니깐 그 부분은 희가...조 은 수월했던거 같구요...한편

으로는 잘 진행되겠지...조 은...아무래도 잘 되야 하니깐(멘토링 

실무자-2). 

 
  이와 같이 멘토링 실무자들은 멘토링의 원활한 운 을 가장 요하고 생

각하고 있는데, 멘토와 멘티 연결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런 에 

있어서 SPO들이 멘티 모집과 안 을 담한다는 에서 로그램의 원

활한 운 에 기 를 보 다. 

  ( 2 )  멘티 들 에 게  정 서 으 로  도 움 이  되 는  활 동

  다음으로 실무자들은 미술 멘토링을 통해 멘티들이 어떠한 변화를 경

험할지 구체 으로 언 하기는 힘들어 했으나, 막연하게 미술 활동이 ‘정

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상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미술이 갖은 장 을 갖고 그런 학생들에게 미술이 가진 

장 은 심리  안정감, 사람이 하나에 몰두하다보면 안정되고(멘토

링 실무자-1).

  희가 비슷한 미술 강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런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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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사업에 맡기다보면 일방 인 교육이 되다보니, 학생들에게 

맡기다 보면 형, 나 라던지 자연스럽게 교감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던 거고(멘토링 실무자-2).

 미술 활동이 정서에 좋다는 경험  근거와 사회  습의 이해로 정서

 도움을 기 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멘토와 멘티의 교감을 기

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기존 일반 미술 수업과 다른 부분으로 단하고 

있었다. 

 5 )  멘티  주변 인 - 멘티  부 모

  멘티 부모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로그램이므로 믿고 맡기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구청, 학, 경찰서와 같은 공서가 력해서 진행한다는 

에 더욱 믿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자녀의 다양한 경험과 미  

재능 개발을 기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맡기고 하는게...네 그런게 더 커요. 왜냐하

면 다 살기 바쁘니깐요. 학교를 믿고 맏기는게 제일 클꺼 같아요. 

 뭐 학이랑 경찰서랑 구청인가랑 한다고 하니깐 더 믿었던게 

클꺼 같아요...경험 많이하면 좋으니깐요(주변인P-1).  

  멘티 14-1가 집에 와서 뭐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기억이 안

고... 그냥 미술을 배우는데 학교에 가서 한다.. 경찰 님이 데려다 

다고 하니깐 그냥...좋은거겠지 생각했죠(주변인P-2),

  미술 재능?소질?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료이다 보

니 사실 부담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 드리자면(주변인P-3).

  이처럼 부모들은 자녀의 다양한 경험을 기 하고 있었다. 참여 

동의에 향을 미친 요소로는 자녀의 참여 의사가 가장 컸으며 학

교와 지역 공서에서 진행하는  역시 로그램에 한 믿음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 67 -

 6 )  학 교  선 생 님

  학교 선생님의 경우 미술 선생님, 상담 선생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멘티 모집 당시 SPO가 ‘미술 활동’에 을 둔 경우, 미술 선생님에게 

멘티 추천 부탁을 하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 모집’에 을 둔 경우 상

담 선생님에게 추천을 부탁한다. 

  미술 선생님은 미술에 심 있는 학생들을 추천한다. 미술 교육 공 

학원생들에게 배울 수 있다는 에 정 으로 기 를 했으며 특히 학

생들의 미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했다.

  지  생각해보니 치료도 얘기했던 것 같고. 근데 는 잘하는 애

들... 심있는 애들이 생각나서...좋은 기회가 되고  애들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깐 미술이라는게 다양하게 배워 야지...미술에 

심이 있고, 수업시간에도 어.. 소질이 보이고 해서(멘티주변인

S-1).

 좋은 기회다 생각했죠. 우리 애들이 학교가서 배우면 좋으니깐. 

착실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 미술 좋아하고(멘티주변인S-2).

  상담 선생님의 경우 학생들의 정서  안정에 을 두고 평소 교우

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추천한다. 이런 학생들이 다른 학교 학

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 계능력 향상시키고 멘토에게 마음을 기  

수 있기를 기 하고 있었다. 

  정서쪽으로 을 잡아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미술활동을 통해

서 정서  안정을 찾아주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상담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정서 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깐... 제가 추천을 했

던 거구요. 학교 생활 응력 향상 그런걸 해서(멘티주변인S-3).

 
  이와 같이 미술 선생님들은 미술에 심과 소질을 보이는 학생들을 추

천하여 그들이 다양한 미  경험을 통해 미래 진로를 선택하는데 좋은 

기회를 얻길 기 한다. 반면 상담선생님은 미술 활동에 을 두기 보

다는 교우 계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정서 으로 도움이 될 것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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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미술 멘토링’에 한 기 가치는 <표8>과 같이 각각 자신의 

치와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8> 미술 멘토링에 한 기 가치

  ‘미술 멘토링’에 한 기 가치는 <표10>과 같이 각자 치와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미술 멘토링 활동의 

목 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구성원들의 미술 멘토링 목 을 

‘미술의 멘토링(mentoring of art)’과 ‘미술을 통한 멘토링(mentoring 

through art)’으로 구분하 다15). ‘미술의 멘토링(mentoring of art)’은 미

술 그 자체를 멘토링의 목 으로 하는 것으로, 문교육으로서의 미술멘

토링을 말한다. 즉 표 능력을 육성하거나 미술 문가를 양성하기 한 

15)  김성숙 외(2007)는 미술교육의 목 과 성격에 따라 ‘미술의 교육(education of art)
과 ’미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t art)으로 구분하고 있다. 미술의 교육은 미
술 그 자체를 교육의 목 으로 하는 것으로 표 능력을 육성하거나 미술 문가를 양
성하기 한 교육으로 보고 있다. 미술작품의 제작이나 그와 련된 기법 연구, 작가
나 작품, 미술사 등 미술 련 연구를 한 학의 문 미술교육, 는 20세기 이 의 
도제교육, 바우하우스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미술을 통한 교육은 미술에 의한 교육으로 미술활동을 매개로 한 인간교
육을 목 으로 하는 것으로 미술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목 이 아니고 미술·조형
활동을 통한 창의력의 신장이나 감성의 육성 등을 목 으로 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등· 등학교에서의 교과로서의 미술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고 보고 있다. 

구성 원 기 가 치

미술멘토  멘티 소통 능력 향상

SPO
 미술치료
 멘티 미술 재능 개발
 멘티와 친분

멘티  미술 기법 습득 

멘토링 실무자
 원활한 멘토링 운

 멘티에게 정서  도움

멘티 부모  자녀의 다양한 경험과 재능 개발

학교 
선생

님

미술 
 미술 기법 습득

 미래 진로에 도움

상담 
 정서안정

   ( 인 계능력향상, 동력 향상, 마음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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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이다. 반면 ‘미술을 통한 멘토링(mentoring through art)’은 미술활

동을 매개로 인간교육을 목 으로 하는 것이다. 미술 그 자체를 가르치

는 것이 목 이 아니고 미술·조형활동을 통한 감성의 육성 · 정서  안

정 등 미술활동에서 발되어 얻어지는 인간성이나 능력 등을 배양하는 

것을 멘토링의 목 으로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미술 멘토링의 목 을 ‘미술의 멘토링(mentoring of art)’

으로 둔 구성원은 SPO  ‘멘티의 미술 재능 개발’을 기 한 경우를 포

함한 멘티, 멘티 부모, 학교 미술 교사들이다. 이들은 멘토가 멘티에게 

미  지식과 기술을 달하고 이를 수받은 멘티가 미  능력을 발 시

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하고 있다. 

  이와 조 으로 미술 멘토링의 목 을 ‘미술을 통한 멘토링

(mentoring through art)’에 둔 경우는 SPO  ‘미술치료’를 기 한 경우

를 포함해 미술 멘토, 멘토링 실무자, 학교 상담 교사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미술 멘토링 목 을 인간 형성을 한 심신의 도야수단활동의 하

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SPO  ‘멘티의 미술 재능 개발’을 기 한 경우를 

포함해서 멘티, 멘티 부모, 학교 미술 선생님들은 미술 멘토링 목 을 

‘미술의 멘토링(mentoring of art)’으로 보고 있는데 따라서 학생들이 미

술 기법을 습득하고 재능을 개발할 것을 기 한 반면, 미술 멘토들은 멘

티 상이 교우 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인 만큼 본 로그램을 통

해 이들이 미술 기법을 습득하는 것 보다는 이들의 소통 능력 향상에 가

치를 다. 

 한 SPO들 내부에서도 이러한 차이 가 나타나는데, 멘티들을 한 

미술 치료를 기 한 경우와 그들의 미술 재능 개발을 기 한 경우로 구

분 할 수 있다. ‘미술을 통한 멘토링(mentoring through art)’의 에서 

미술 치료를 기 한 SPO들은 멘티들이 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교 폭

력 혹은 교우 계 문제 경험과정에서 생긴 상처받은 마음, 이  교우

계에서 생긴 부정  경험과 감정들을 미술활동이 치유해주길 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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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반면 로그램 참여를 통해 미술 재능 개발을 기 한 SPO들은 

‘미술의 멘토링(mentoring of art)’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2 .  미술멘토링 과 정 의  경 험

  이번 에서는 로그램에 참여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경험을 질 으로 분석함으로써 경험한 변화의 내용이 구체 으로 무엇인

지와 변화에 향을 미친 과정상의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악하고자 한

다.

   .
  1 )  미술 멘토 

  멘토들은 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학생들을 도움을 다는 에 보람된 면도 있지만 멘토로서 자신의 역할

에 해 자아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며 부족한 들에 해 돌

아볼 수 있었다고 했다.

  미술 멘토링을 통해서 학생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보람이 느껴지기도 했고...그 지만 생각만큼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

는지에 해서...회의가 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었던 

것 같아요(A멘토-1).

  장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이상 인 생각과는 다른,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느 지요. 더 철 하게 비를 해야 했다는 느낌이 들

기도 했고...고민이 아주 많이 필요했음을 생각했었어요(A멘토-2). 

  멘토가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인간 으로 성숙한 사람이 우선

으로 되어야, 그래야 멘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미술 멘토링 역시 미술 이외에 담고자 하는 스토리를 가져야 하며, 

교사의 미술 인 자질 뿐만 아니라 인간 인 자질...그런게 요하

다는걸 알게 되었지요(A멘토-3).

 

  이처럼 멘토 경험은 자신의 역할과 능력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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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한 ‘일’로써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느 던 것과는  다른 경

험을 하며 사를 하며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학생들을 많이 지도했었는데, 그 때랑은 좀  다른 경험이었던

거 같아요...뭐라고 할까...더 뿌듯한 마음, 소  말하는 자부심이랄

까... 아 더 보람이 있었다고 할까요(A멘토-1). 

 보람되긴 했던 것 같아. 물론 아쉬운 도 없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로 수업을 했던 건 처음이었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의미도 있

고요(A멘토-2).

 이와 같이 멘토들은 멘티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로그램에 참여하게 되

었으나,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재능기부를 통

한 성취감, 보람 등 의미 있는 경험을 한다. 

 2 )  S P O

   SPO들은 멘토링을 운 하며 크게 세 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 첫째,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학교 담 경찰  그리고 멘토로서의 보람

을 느낀다. 특히 기 멘토링에 극 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극 으로 변하는 모습, 학교에서 멘티들이 SPO들에게 먼  다가와 인

사하는 모습 등을 통해 멘토링에 참여한 보람을 경험한다. 

  둘째, 학생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멘토링 기획 

당시 SPO들이 기 했던 부분으로 멘티와 같이 로그램에 참여하며 그 

과정에서 멘티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술 활동에 한 생각의 변화를 경험한다. SPO들은 미술 

치료를 기 하기도 했으며, 멘티들의 재능 개발을 기 하기도 했었다.  

로그램에 효과에 해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로그램이 종결 

된 후 모두 미술은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공통된 확신을 갖게 된다. 

 다음에서는 각각 SPO들의 경험들을 그들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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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보 람

  경찰 들은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에 멘토링을 운 하는 입장에서 보람

을 느 다고 한다. 특히 활동에 소극 이던 학생들이 멘토링을 간에 

포기할  알았는데, 회기가 거듭될수록 극 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찰하며 로그램 운 과 학교 담경찰 으로써 자신의 직업에 한 보

람을 경험한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벽화를 그릴 때 그 학생들의 모

습이었습니다. 아직은 서투르고 남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잘 모르지

만...다른 학교 학생들과 력해서 벽에 그림을 그려 나가고 … 작품

을 완성해 가는 모습이 무 인상 깊었습니다. 이 게 학생들이 변

화하는 모습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기획하길 잘했구나 했죠

(SPO-1). 

 제 학생 에 한명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내성 인 여

학생이 한명 있었는데 이 로그램을 통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되었고, 동심을 알게 되었고 들으니, 그때 매우 뿌듯했습니다

(SPO-2). 

 멘토링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애들이, 시간이 갈수록 

멘토링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SPO-4).

  이처럼 SPO들은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에 보며 로그램은 운 하는 

입장에서 이들에게 도움이 주었다는 보람된 감정을 경험 한다. 이러한 

경험은 미술 멘토링에 한 확신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  학 생 들 에  한 이 해  

  SPO들은 멘티들 사이에 앉아 동등한 치에서 로그램에 참여한다. . 

멘티들은 기에 이들과 같이 활동하는 것을 어색해 했지만, 반 이후 

먼  SPO들에게 인사를 하고, 장난을 하는 등 한결 편안해진 모습을 보

다. SPO들 역시 미술 활동 과정에서 멘티들과 자연스러운 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이들은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돕고 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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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완성했다. 

 솔직히, 왕따 문제는 여타 다른 학교폭력문제와는 달리 학교 담경

찰 들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난감합니다…이 게 같이 미술

을 하다 보니 애들도 편해서인지 자기 이야기도하고, 도 많이 듣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SPO-3). 

는 학생들 하는게 가장 어렵더라구요.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많고…그런걸 조  알게 다고 할까요... 아무튼 도 학생들이 편해

졌고, 학생들도 를 편해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 요즘에는 학

교가는 일이 보다 훨씬 덜 부담스럽고(SPO-4). 

 
  이처럼 SPO들은 미술작품 제작하며 갖게 된 멘티들과의 상호작용 과

정에서 이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특히 학생

들의 행동 방식과 사고방식을 추측이 아닌 마음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고 했다. 이들은 로그램을 참여를 통해 멘티들과 친해지고 그 과정에

서 청소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 했었는데 그러한 기 가 충

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 미술 활 동 에  한 이 해

 마지막으로 SPO들은 미술 활동에 한 생각의 변화를 경험한다. 즉각

인 미술 치료를 기 했으나, 학생들의 변화가 없어 로그램 변경을 

요청했던 SPO는, 미술은 학생들이 서서히 변화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

게 되었다고 한다. 한 미술을 통해 학생들이 변할까라는 의문이 있던 

경우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에 미술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활동 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확실히 미술활동에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

하 습니다.…그림을 그려 나감으로써, 느껴지는 어떤 편안함, 조형을 하

면서 느껴지는 어떤 창작욕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SPO-1). 

 미술활동은 학생들에게 자기 내면의 생각? 마음? 그런 것들을 표 하고 

스트 스를 발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SPO-2). 

 미술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기 내면의 이야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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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안정감을 보 다고 생각합니다. 쎄.. 그걸 뭐라고 말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애들 정서 으로 좋을 것 같다는 걸 봤죠(SPO-3). 

 처음에는 미술치료라고 생각해서 이해가 없이 기 감이 커서인지, 애

들이 별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다

른 학교 애들하고 말도 하고 수업시간에 극 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래서 미술을 하는구나 했던 것 같네요(SPO-4). 

  처음 미술 멘토링에 한 SPO들의 기 가치는 다 달랐지만 멘토링이 

종결 된 후 미술이 ‘정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에 모두 동의하 다. 이

들은 로그램에 한 만족과 함께 내년에도 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며 미술 멘토링에 해 매우 정 인 반응을 보

다. 

 3 )  멘티

 멘티들은 원 모두 내년에도 멘토링 참여 의사를 보일 만큼 로그램

에 해 정 인 반응을 보 다. 이들은 네 가지 부분에서 만족감을 보

는데, 다양한 체험, 타 학교멘티들과의 친분, 멘토들과 SPO들과의 친

분, 마지막으로 자아성취감 획득으로 볼 수 있다.  

 

  ( 1 ) 다 양 한 체 험

   멘토링 기, 모든 학생들이 활동에 흥미를 보 던 것은 아니다. 교우

계에 어려움이 많은 학생일수록 생각  감정 표 을 어려워했으며, 

주  치만 보는 모습을 찰할 수 있었다. 한 로그램에 참여 하기 

보다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로그램  반 이후 이들은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 으며, 작품 발표에서도 자신 있

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 다. 이들은 처음해보는 활동, 다양한 활동들이 

좋았다는 반응을 보 다. 

 학교에서는 앉아만 있는데,  지루한데...말해도 되나...하하. 그런

데 여기서는 안 해본 거도 하고, 그림 그리는 만 알고 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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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처음 보는 것들 하고 쌤들도 재미있고(멘티14-6). 

 다양한 거 많이 해서 좋았어요. 생각보다 정말 좋았어요(멘티

14-8). 

 의외로 많이 좋았어요. 못해본 것들이요(멘티14-9). 

  이와 같이 ‘다양한 것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의견은 기 미

술 활동에 한 열의를 보 던 학생들에게도 나타났다. 그들은 ‘생각보다 

더 좋았다’, ‘기  이상으로 좋았다’라는 의견을 보 다.  

 처음에 기 했던 이상으로 재미있었던 수업이었구요... ...음...아, 

많은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멘티14-1).

 학교 미술수업은 교과서 있는 로 하고, 새로운거를 하는 거 같

지 않았아요....여기서는 새로운 것들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좋았던

거 같아요.(멘티14-7)

 멘티들은 평소 다양한 미술 활동을 해보고 싶었지만 학교 정규 미술 수

업시간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 학교 정규 미술 수업의 경우, 한 교사 

당 학생 인원수도 많고 산 인 부분에 고려해야 하므로 한정된 수업들

만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본 로그램의 경우 소수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멘토와 멘티

의 교류가 많으며, 구청의 지원으로 학교보다 상 으로 재정  면에 

있어서 재료구매가 여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했다. 이처럼 평

소 미술에 심 있던 학생뿐만 아니라 미술에 자신감이 없고 부정 이던 

학생들도 다양한 재료들과, 기존 학교에서 해보지 못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로그램에 한 만족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2 )  멘티 들 과  친 해 질  수  있 었 던  멘토링

   앞서 살펴본 미술 멘토링에 한 기 가치에서 멘티들은 미술 기법 

습득을 상하고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멘티들은 다른 학교 멘티

들과의 교류에 큰 의미를 둔다. 이는 평소 교우 계에 어려움이 있는 학

생들뿐만이 아니라, 평소 미술에 심이 있었던 학생, 친구의 제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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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학생 모두 같은 의견을 보 다. 

  특히 평소 학교에서 소  왕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다

른 공간에서 타 학교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요한 경험이었다. 보통 학

교 장에서 학생들은 한번 왕따로 ‘낙인’이 되면 ‘낙인’에서 벗어나기 어

렵다고 한다16). 이에 이들에게 기존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다른 학교 학

생들과 소통하며 보내는 시간이 의미가 크다.

  멘티들은 로그램 기에는 타 학교 멘티들과 같은 조 구성을 거부했

지만 회기가 거듭될수록 학교에 상 없이 서로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친

해지는 모습을 보 다. 특히 동 작업 시 작품 방향을 설정 하거나, 각

자 역할을 분담할 때, 그리고 재료를 분배할 때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일

어났다. 이들은 서로 다른 생각들을 조율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 하며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 다. 

 
 같이 다 모여서 하니 힘들었던 도 고, 더 재미있었어요. 나머

지 활동들 모두 힘들었지만, 같이 해볼 수 있어서 좋아요(멘티 

14-10). 

  동하는 게 말없이는 할 수 없는 작업이라 말이 많이 오고가고 

그래서 친해진 것 같아요(멘티14-9). 

  서로 색을 정하는 것과...역할을 맡으면서 어떻게 칠할지 얘기도 

나 고,  벽에 무슨 어떤 그림을 그릴지도 이야기를 나 면서 많

이 친해졌어요(멘티14-3).

  학교에서 아니고, 학교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 만나서 사귈수

도 있고, 많이 어울릴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된거 같고. 미술로 해

서, 그 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꺼 같아요(멘티14-4).

  이와 같이 멘티들은 멘토링 시작  로그램을 통해 ‘미술 기법 습득’

을 상했다면, 멘토링이 진행되고 난 후 로그램 만족도를 높 던 것

은 멘티들과의 상호교류 다.   

  ( 3 )  미술 멘토,  S P O 와  친 해 질  수  있 었 던  멘토링

16)  “얘네가 딱히 크게 문제가 있는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참 그래요. 학생들은... 한
번 낙인 으면 그리고 히면 그게 지속되요. 그냥 정말 특별한 이유없이 그 게 지
내게 되요(멘티주변인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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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멘토링을 통해 미술멘토, SPO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고 했다. 

미술 멘토들이 매우 친 해서 좋았고, SPO들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편해졌다고 했다. 

  미술 선생님들이 정말 좋았어요. 진짜 잘해주시고...재미있고...경

찰 님들은...학교서 뵙기는 했었는데 잘 모르고...왠지 어렵다고 할

까. 그 잖아요. 그런데 같이 멘토링 하니깐 재미있고 좋으셨어요

(멘티14-2).

  얼마 에 학교에서 멘토링 아닐 때 뵜어요. 무슨 피켓 들고 계시

던데요. 학교폭력 방..그런데 반가웠어요. 멘토링 하면서 안 무서

워졌어요(멘티14-8).

 경찰  하면은 이제 잘못해서 하는거 같고 그런데, 여기는 아니여

서 친해진거 같아요. 같이하면서(멘티14-9).

  이처럼 멘티들은 미술 멘토들과 친해질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평소 

‘어렵고, 무서운’ 존재 던 경찰 에 해 ‘친근한 이미지, 감사한 분’ 등

으로 정 으로 생각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멘티들의 생각

의 변화는 SPO들이 로그램 계획 시 기 했던 가치로 본 로그램이 

효과 이었음을 알 수 있다. 

  ( 4 )  자 아 성 취 감  

  학생들은 멘토링이 종결된 후 ‘뿌듯하다’, ‘자랑스럽다’, ‘보람 있다’ 등 

자아성취감을 획득한 모습을 보 다. 특히 이러한 성취감은 벽화작업과 

시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벽화 작업 , 멘티들은 등학교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작업하며 실수는 하지 않을지 등 많은 부

담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완성 후 등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

을 보며, 주민들의 칭찬을 들으며 보람, 성취감, 자부심등의 감정을 보이

며 자아성취감이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덥고 힘들었지만요, 완성한 것을 보니깐.. 뭔가가 기분이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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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티14-1).

  처음 해본다는 것도 있고...직  등학교 벽에 그린다는 이 뿌

듯했어요(멘티14-2).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활동이었는데, 이번에 경험해서 좋았

고, 그릴 때 날씨 때문에 힘들었지만..그만큼 더 보람도 많이 남아

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멘티14-3).

  벽화는 등학교 교생과 선생님들이 다고 생각하니 뿌듯

했어요. 막 끝날 때 당곡 를 나온 친구들이 다 잘 그렸다고 칭찬

주어서 무 좋았아요(멘티14-5). 

  등학교 앞에 내가 직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봤어요. 칭찬도 듣고. 그러다 보니깐 자부

심을 느 어요(멘티14-9).

  한 이러한 성취감은 시장에서도 증진되었다. 멘티들은 자신의 작

품이 지인들에게 공개 된다는 에 부끄러워하며 최 한 자신의 작품을 

시 공간 안쪽으로 배치하려 했다. 그러나 시 오  후 보모님과 경찰

님들의 칭찬과 격려에 매우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 다. 이들은 자신들

의 작품 앞에서 부모님과 사진을 기도 하고 시 도록을 많이 가져가

서 학교 친구들에게 나 어 주겠다고 하는 등 활동에 해 만족감을 보

다. 이후 이들은 시장의 경  자신의 작품이 시된 장면을  

SNS등 웹상 기재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처럼 학생들은 작업한 작품들

이 사람들에게 공개됨으로 만족감, 자부심, 보람 등 자아 성취감을 획득

하고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  멘토링 실 무 자

   멘토링 실무자들은 멘토링 종결 후 멘토링 시 람과 멘토들이 제

출한 활동 보고서를 보며 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한 실무자로서 로

뿌듯함을 느 다고 했다.

멘티들도 즐거워 보이더라구요. 서로 다 친해보이고... 역시 이

게 학생들은 뭔가...만들어내는 활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희가 

뭐 제 로 해드린건 없지만, 괜히 도 보람되던데요(멘토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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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 

  한 이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멘토링이 지속되어 애  멘토링 취지에 맞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미술 

활동의 경우 재정  뒷받침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

고 했다.

 멘토링 성격이 원래 어려운 가정 아이들을 해서, 주 5일제 되면

서 더 그런 학생들에 한 지원의 성격이 있다 보니...그런 학생들에

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으면 해요. 특히 이런 미술은 돈이 없으면 

하기 힘드니까요. 그러면 그런 애들한테 미술하면 지  애들처럼 좋

은 것들이 향이 있지 않을까요(멘토링 실무자-1).

  
  멘토링 실무자들은 멘토링 결과물들과 멘티들의 참여 후기를 읽으며  

보며 미술멘토와 SPO 연결에 한 보람, 그리고 멘토링 실무자로서의 

자부심을 보 다. 한 미술 멘토링 사업에 확신을 갖게 된다. 그리고 멘

토링 본래의 취지에 맞게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더 

많기를 기 한다. 특히 미술활동은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욱 미술 사교육의 기회가 은 학생들을 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

람을 보인다.

 5 )  멘티  부 모  

   멘티 부모들은 자녀가 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즐거워하고 만족해 하

는 모습을 보며 로그램 진행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 다고 했다. 

특히 평소 어려움을 느 던 경찰 들 한 생각의 변화와 함께 친근함을 

경험했다고 한다.

우리 아이가 매주 경찰  아 씨가 데려다 주셨다 하더라구요. 감

사 했어요. 우리애도 그러더라구요. 감사하다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잘해주신다고. ‘민 의 지팡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멘티주변인

P-2).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았는데.. 친근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구요(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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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주변인P-3).

 한 이들은 자신들도 멘티들처럼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

인다.

 요즘 재능기부다 많이 하잖아요. 도 기회가 되면 요리를 알려주

고 싶던데요. 그런걸 잘할 수 있어요(멘티 주변인P-1).

도 선생님처럼 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되게 의미 

있는거 같아요. 그런 제 모습이 멘티14-2랑 멘티14-2동생한테도 보

여주고 싶고. 이 게 사는게...진짜 멋지고 요한 거라는 생각을 다

시 해보게 되었어요(멘티주변인P-3).

       
  마지막으로 이들은 벽화작업을 보며 미술의 사회  가치에 해 생각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야기 듣고, 변화된 모

습을 보며 로그램을 평가한다. 이들은 재능기부 의욕 그리고 경찰 들

에 한 감사한 마음 등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6 )  멘티  학 교  선 생 님

  교사들은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과 시회 람 등을 통해 멘토링 학습 

의미에 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상담 교사는 멘티들이 

로그램 참여 이후 학교에서 밝아지고 극 으로 변했다고 했다. 

 애들이 활동 하고 나서 다음 날 이야기 거리가 있으니깐 한테 

와서도 이야기하고, 본인도 재미있어 하니깐 거기서 좋은 것 같구, 

추천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애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었던거 같

아요. 미술도 하고 친구들도 생기고. 밝아졌어요. 애들이. 얘기도 

많이 하고. 이거에 해(멘티주변인S-3).

 미술 교사는 멘토링의 다양한 커리큘럼의 보며 산 부족으로 그 지 

못한 학교 미술 교육의 실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평소 미술에 

심 있고 소질 있는 학생들이 이러한 외부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길 기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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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참 그 습니다...애들도 많고, 산도 없고. 가뜩이나 미술 

산 많이 필요하다고 치보이는데..그러다 보니깐 자연스럽게 앉

아서 그리는 얌 한 활동 뭐 그런걸 하게되요. 그런데 번에 보니

깐 재료도 다양하고 애들이 왜 좋아했는지 알겠더라구요. 뭐 미술

에 소질이 있고 생각이 자유롭고, 미술 인, 문화 술쪽에 심이 

있는 애들이 더 많이 하면 좋겠다, 뭐.. 그 게 생각합니다(멘티주

변인S-2). 

  와 같이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의 변화와, 시장

에서의 결과물들을 보고 본 로그램을 평가하고 있었으며 높은 만족감

을 보 다. 한 이들은 공교육에서 실  될 수 없는 부분들, 한계 들을 

이러한 외부 활동들이 보완해 주길 기 했다.

  이처럼 멘토링 구성원들은 로그램을 직  경험하기도 하고, 간

으로 경험하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9>과 같다. 

<표9> 멘토링 참여 구성원들의 경험 요소

  이와 같이 로그램에 참여한 치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되

는데, 이러한 경험 요소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에서 미술 멘토링의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비 미술 교사 교육으로써의 가능성이다. 미술 멘토들은 로그

램 참여를 통해 자신의 교수 능력과 멘토로서의 자질에 한 성찰의 기

구성 원 경 험  요 소

미술 멘토  미술 멘토로서 자아성찰의 기회 

SPO

 보람

 학생에 한 이해

 미술에 한 생각의 변화(정서 으로 도움)

멘티

 다양한 체험

 멘토, 멘티들과 친해지는 시간

 자아성취감 획득

멘토링 실무자
 멘토링 실무자로서의 보람

 미술 멘토링 지속에 한 확신 

멘티 부모
 재능기부의욕

 경찰 에 한 고마움

멘티 학교 선생님  멘토링에 한 정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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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갖게 된다. 이는 안혜리 외(2003)의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멘토들은 미술 멘토링을 하기 에는 교직이 자신의 성에 맞는지에 

한 뚜렷한 확신이 없거나 학생들에 한 편견 등을 갖고 있었으나, 멘토

링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게 되며, 학생들이 변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은 멘토링이 비 미술교

사 교육으로써의 가능성을 보여 다. 

  둘째, 청소년들을 한 인성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이다. 오늘날 학교폭력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에 한 안으로 인성교육이 

요시 되고 있는데, 미술 멘토링은 이러한 사회  요구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로그램은 평소 교우 계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해 기획되

었는데, 실제 모집된 상은 멘티 선정자들의 미술 멘토링에 한 기

가치 차이로 인해 교우 계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미술에 심이 있는 

청소년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로그램 종결 후 이들은 공통 으로 

로그램 만족도에 가장 큰 향을  것은 다른 학교 멘티들과 교류 기회

다고 응답한다. 이러한 정  경험은 평소 학교에서 소극 이고, 친구

들과 어울리기 힘들어 하는 멘티들에게 교우 계에서 자신감을 주었고 

이들은 극 이고 밝아진 모습을 보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Zach Kelehear(2002)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는데, 

멘토와 멘트들은 멘토링이 종결된 후 기술 습득 보다는 사회  상호작용

에 더 감명 받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멘토링 과정에서 진행되는 화, 돌 , 개별 지도는 기존 미

술 수업과 달리 소수의 친 한 계 안에서 멘티 개인을 충분히 찰하

고, 요구와 필요에 더 심을 쏟을 수 있게 된다. 한 멘토와 멘티 간, 

멘티와 멘티 간의 활발한 화를 통해 서로에 한 심과 배려가 증진

되며 인간 계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술 멘토링은 미술 교과의 사회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김형숙(2010)은 주지교과 심의 교육체제에 의

해 도구  가치로 락해 버린 미술교육의 본질  가치를 회복하기 해



- 83 -

서는 “미술교육이 왜 이 사회에서 필요한가(p. 56)”의 질문을 통해 학교

교육에서 왜곡되고 소홀히 다루어지던 부분을 회복하는 길을 마련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해 SPO, 멘토링 실무자, 상담 선생님은 밝아지고 

극 으로 변한 멘티들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SPO들은 

 변하는 멘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본인들이 로그램에 참여하

며 느끼게 된 경험들을 토 로 미술 활동은 사람의 정서  안정에 도움

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멘토링 실무자들의 경우 로그램에 직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시 

람과 멘티들이 제출한 소감문들을 읽으면서 미술 활동이 학생들의 교

우 계 증진에 도움이 되며 생활에 정  향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상담 선생님 역시 로그램 참여에 만족해하는 학생들의 모

습과 교우 계에서 이 보다 극 으로 변한 학생들을 찰하며 보며 

미술이 정서에 주는 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직  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자신의 경험과 다른 참여자의 

변화를 경험하며 “미술교육이 왜 이 사회에서 필요한가(김형숙, 2010: 

p.56)”에 한 답을 찾을 수 있으며, 간  구성원들의 경우 직  참여

자의 변화된 모습을 찰하며 물음에 한 답을 찾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와 연계된 미술 멘토링은 시민들에게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경험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회  

분 기 확산은 미술교육이 그간 소홀히 다루어지던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미술 멘토링은 멘토들이 교육자로서 혹은 그들의 직업역할

에서의 인식의 성장을 발견할 수 있다는 에서 교사 비 미술 교사 교

육으로써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 기존 미술 수업과 달리 화, 돌

, 개별 지도, 심과 배려와 같은 인성  요소들이 특징인 미술 멘토링

은 청소년들을 한 인성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을 보며 다. 마지막으로  

로그램 직  · 간  참여를 통해 미술 교육의 필요성을 경험하고 



- 84 -

인지하게 되는데, 이는 미술 교과의 사회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한다. 

3 .  미술 멘토링의 활성화

   앞서 고찰한 문헌연구들과 연구자가 실행한 사례 연구 결과들을 토

로 미술 멘토링 활성화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세 가지 역으로 구

분하 는데, 문성 강화, 소통과 확신, 안정  운 으로 구분하 다. 각 

역들의 세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  문성  강 화

   멘토링 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지속되기 해서는 사회  지지와 이

를 바탕으로 한 재정  지원이 필수 이다. 이러한 여건 조성에 가장 

요한 것은 로그램의 문성 강화로 우수한 멘토링 제공이다. 따라서 

로그램의 질  향상을 한 문성 강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제안 들을 도출하 다.

  첫째, 술 활동 심의 창의  융합 교육 로그램 구성이다. 연구자

가 실시한 로그램 구성원들의 의견 , 미술만이 아닌 체육, 음악 등과 

같은 다양한 역의 멘토링이 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

었다. 

 다양한 교과목간의 력 수업은 학생들의 교과목들에 한 심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Vandervoot, 2012)이 될 것인데, 한 로 캘리포니아 

학의 아트 리지 로그램에서는 학제 간 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멘토와 멘티들은 이러한 학제 간 력에 큰 만족감을 보이고 있으

며 아트 리지 내 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학제 간 력

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목에 한 이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Brouillette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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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이러한 력은 멘티들에게 다각  사고 기회 제공과 함께 풍

성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각 분야의 공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됨으로 융합 교육 발 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둘째,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멘토를 활용한 직업 연계 교육을 제

안한다. 재 등 교육 과정에 진로  직업 탐색 교과시간이 따로 개

설될 만큼 청소년들의 진로, 직업 교육은 매우 요하다. 이에 직업에 종

사하는 그 분야의 문가가 멘토가 되어 장의 살아있는 지식과 경험을 

수한다면 청소년들의 직업 탐색에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실제로 멘

티 부모들은 멘토로 활동하고 싶은 의사를 보 는데, 멘토링 성공여부가 

멘토 자질에 크게 좌우 된다는 을 고려할 때 직업  문성과 요한 

가치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은퇴자들이 멘토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특

히 ‘은퇴멘토자 회(ARM)’의 극 이고 자발 인 멘토링 참여로 청소

년 멘토링이 성공 으로 운 되고 있다(AIG & DSF, 2007). 

 2)  소통과 확신

   멘토링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 요한 멘토링은 지속 이고 원활한 

운 을 해서 각자의 기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충족하는 것

이 요한데(Cantor, N, 2006), 이에 원활한 멘토링 운 을 한 소통과 확

신의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수요자 요구에 맞는 로그램을 개설해야한다. 이러한 요구를 알기 

해서는 서로의 이 과 기 가치를 면 히 알아야 하는데, 연구자가 진행한 

멘토링의 경우 미술 멘토들과 SPO들은 원활한 운 과 서로의 이익 충족을 

해 로그램 시작  여러 차례 운 을 한 회의를 진행했었다. 아트 리

지의 경우 학교 선생님들이 원하는 로그램 제안서를 멘토링 운 회에 제

출한다. 그 제안서를 바탕으로 운 회는 그에 맞는 멘토와 연결한다. 한 

‘새로운 도시 미술(New Urban Art)’은 ‘멘티들의 승리(Prevail)’로 불릴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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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들의 의견이 멘토링 로그램 구성에서 매우 요하다. 

  이처럼 멘토링 로그램 구성을 멘토들이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는 것이 요하다. 기 들은 작은 사회로, 각자 그들만의 명확한 

문화와 하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Margan, 1998: p.122), 이에 로

그램 시작  기 의 성격과 문화, 특징을 공유해야 하며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네트워크를 형성해야한다. 

  둘째, 멘토링 활동을 토 로 한 학술 활동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

한 활동들은 사회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연구자가 

진행한 미술 멘토링 시를 람한 방송국기자는 로그램의 사회  가치를 

인정, 뉴스를 통해 사회에 알리고자 연구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었다. 이후 

지역의 경찰과 학교 청소년 그리고 학생 멘토들이 등학교 담벼락을 밝

혔다는 기사 제목과 함께 인터넷 기사에 실리기도 한다. 

 이처럼 로그램을 구성원들만의 역으로 운 하는 것이 아닌, 세상과 소

통할 수 있는 열린 운 을 한다면 질 (qualitative), 양 (quantitative)으로 

더욱 풍성한 멘토링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평가제도 마련  학술 활동으로, 이는 멘토링 효과성을 객

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다. 평가 제도를 마련함으로 멘토들은 스스로 

로그램에 해 피드백 할 수 있을 것이며, 실무자들은 활동에 한 객

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무 복잡하게 진행된다면 

모두에게 피로감을  것이므로 효율 이고 효과 인 평가제도가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3 )  안 정  운

   시  멘토링 필요성 두와 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토 로, 국

내에서는 1990년  이후 각계각처에서 다양한 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일회성 성격이 강하고 단기  지

원 방식의 한계를 갖고 있다. 미국의 빅 라더/빅시스터(BB/BS)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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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에서 설립되었지만 로그램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정부의 제도

 지원 아래 10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13개 나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의 로그램들도 행사  성격이 아닌, 안정 으로 진행

되는 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미국의 연방 멘토링 의회와 호

주의 멘토링 합동 기구처럼 멘토링 조정 기구  연합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   조직의 설립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각 조직의 요구에 기

한 균형 잡힌 멘토링 정책을 시행하는데 시 지 효과를  것이다. 

한 미국처럼 조정 기구  연합 조직에서 시행하는 로그램들에 법  

근거를 둔다면 로그램이 더욱 안정 으로 실시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둘째, 멘토링 서비스 인증제도 마련이다. 이는 국의 ‘입증된 멘토(제

공자) 기 (Approved Provider Standard)’에서 착안한 것으로, 꾸 하고 

원활한 로그램 운 을 해서는 로그램을 평가하고 질을 평 화 할 

수 있으며 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 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각 기 의 별로 운 되고 있는 국내 멘토링 장에 시사

을 제공한다. 이러한 산발  운 은 문성 부족의 한계를 보이고 있

는데, 이는 로그램들 활동 내용과 구성원들 자격에 한 기 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화된 제도 마련을 한다면 기 은 스스로 운  차와 정책

에 한 검이 가능하고 더욱 안정 이고 효과 인 운 이 가능 할 것

이다. 참가자들 역시 검증된 질  우수성과 안 을 담보로 로그램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같이 지역사회 활성화를 한 미술 멘토링 운  방안을 문성 강화, 

소통과 확신, 안정  운 으로 구분하여 일곱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 다. 이

러한 고찰들은 국외, 국내 사례들과 함께 연구 참여자들의 기 가치와 경험

들을 총체 으로 반 한 것으로 미술 멘토링 발  방향 제시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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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 론

  

  본 연구는 미술 멘토링 참여자들이 어떠한 기 가치를 갖고 로그램

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다. 한 참여 과정

에서의 경험들을 고찰하여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토 로 

지역사회 트 쉽을 한 미술 멘토링 발 방향을 제시하 다. 

  참여자들의 기 가치와 경험을 이해하기 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

으며, 이를 질 으로 분석함으로써 경험한 변화의 내용이 구체 으로 무

엇인지와 변화에 향을 미친 과정상의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술 멘토링의 다양한 가능성 발견과 함께 

지역사회 트 쉽을 한 미술 멘토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 다. 

 기존 멘토링에 한 연구는 양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멘토링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해 수치  해석에 치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는 연구결과와 참가자들의 경험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5개월간 미술 멘

토링에 참여한 직  · 간  참여자 미술 멘토 4명, SPO 6명, 멘티 

11명과 간학교 선생님 3명, 멘티 부모 3명 그리고 멘토링 실무자 2명의 

의견과 경험을 기록, 면담, 분석하 다. 이는 아직까지 미술 분야에서 활

성화 되지 않은 멘토링 사업에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활성화 하는 기틀

을 마련하고자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미술 멘토링 구성원들의 기 가치 상이 을 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로그램을 ‘미술의 멘토링(mentoring of art)’으로 보는 경우

와 ‘미술을 통한 멘토링(mentoring through art)’으로 생각하는 두 분류

로 구분할 수 있었다.  

  미술 멘토링의 목 을 ‘미술의 멘토링(mentoring of art)’으로 둔 구성

원들은 멘토가 멘티에게 미  지식과 기술을 달하고 이를 수받은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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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가 미  능력을 발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하고 있다. SPO  

‘멘티의 미술 재능 개발’을 기 한 경우를 포함한 멘티, 멘티 부모, 학교 

미술 교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조 으로 미술 멘토링의 목 을 ‘미술을 통한 멘토링

(mentoring through art)’에 둔 경우 미술 멘토링 목 을 인간 형성을 

한 심신의 도야수단 활동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SPO  ‘미술치

료’를 기 한 경우를 포함해 미술 멘토, 멘토링 실무자, 학교 상담 교사

가 이에 해당된다. 

 멘토링에 참여한 교육주체들은 각자가 갖는 서로 다른 목 과 기 가치

는 교육활동의 효과와 만족도와 련이 되므로, 이는 멘토링 교육활동이

라는 태제에서 각각의 교육 참여자들이 가지는 차이 은 미술 멘토링 교

육활동의 기획단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미술 멘토링의 비 미술 교사 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

다. 멘토의 교육자로서 혹은 그들의 직업역할에서의 인식의 성장을 발견

하 다. 멘토링 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토들은 교육 상자가 되는 멘티

의 성장과 교육  발 을 도모하기 해 로그램에 참여하지만, 이 과

정에서 멘토 본인의 교수 능력 성찰, 교육자로서의 역량 탐색 등 교육자

로서 능력을 신장하고 자아성찰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피교육자를 한 멘토링의 역에서 한 단계 나아가 비 미술교

사 교육으로 미술 멘토링의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멘티 즉 청소년들을 한 인성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이다. 멘토링 

과정에서 진행되는 화, 돌 , 개별 지도는 기존 미술 수업과 달리 소수

의 친 한 계 안에서 멘티 개인을 충분히 찰하고, 요구와 필요에 더 

심을 쏟을 수 있게 된다. 한 멘토와 멘티 간, 멘티와 멘티 간의 활발

한 화를 통해 서로에 한 심과 배려와 같은 인성  요소들은 오늘

날 학교폭력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에 한 안으로 인

성교육이 요시 되고 있는데, 미술 멘토링은 이러한 사회  요구에 기

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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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미술 멘토링은 미술 교과의 사회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한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미술 멘토링은 시민들에게 미술교육

의 필요성을 경험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로그램 참여

자들의 경우 자신의 경험과 다른 참여자의 변화를 통해, 참여자 주변인들

은 참여자들의 이 이야기와 변화 찰을 통해 미술교육의 필요성에 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미술 멘토링은 직  · 간  구

성원 모두에게 미술교육의 사회  정당성을 인지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마련한다.

  본 연구는 진행한 로그램을 바탕으로, 참여 구성원들을 심층 면담하여 

미술 멘토링에 한 기 가치 분석하고, 경험의 질  고찰을 통해 참여자

들의 정  변화 경험을 확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트 쉽을 

한 미술 멘토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실제 경

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는 시행 초기인 미술 멘토링 사업에 현장감 있

는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 들을 갖고 있다. 첫째, 멘토링 기간으로, 장기

간의 멘토와 멘티의 상호작용이 요하지만 지원 받은 산을 고려했을 

때, 5개월 동안, 10회기로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 SPO들은 학생들의 변화

가 이루어지다 단된 것 같다는 의견을 보 으며, 멘티들도 내년에 다시 

참여하고 싶은 의사를 보이며 아쉬움을 표했다.

  둘째, 미술 멘토 수의 부족이다. 보통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의 1:1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로그램에 지원한 멘티 수 부족으로 일  

다수의 로그램으로 운 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 많은 미술 멘토들의 참

여하 다면 멘티들에게 더 많은 심과 돌 이 가능했을 것이다. 미국의 

아트 리지처럼 멘토들에게 장학 을 지원하거나, 참여함으로서 얻게 되는 

이 들을 알려 미술 공생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미술 멘토링의 원활하고 지속 인 사업을 해서 각자의 기 가

치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을 해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하며, 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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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함으로 어떠한 경험과 이득이 있는지에 한 면 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미술 교육의 사회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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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명 뇌구조 그리기
일시 2014.05.14

차시 1/1

주제 드로잉을 통한 심경표

학습 목표
1. 뇌구조 그리기를 통해 재 생각하는 바를 인지한다.
2. 뇌구조를 발표함으로 멘토들과 멘티들에 해 알아간다. 

학습단계
(시간)

교수 · 학습 활동 학습 자료 
 유의교수 학생

도입
(20‘)

-인사
-‘2013 아트로톡톡’
 활동을 보여 다.

-‘2014 아트로 톡톡‘에   
해 소개하며 수업의   

방향  수업 규칙을   
정한다. 

-멘토링 운 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렵한다.

-인사
-‘2013 아트로 톡톡’에
 해 안다.

-‘2014 아트로톡톡’
 활동에 해 
 알게되며 수업 규칙을   
 숙지한다. 

-멘토링에 한 
 의견을 발표한다.

-2013 
아트로톡톡 
자료.

-멘토링
규칙

개
(60‘)

-얼굴 실루엣이 그려진  
 종이를 멘티들에게
 나눠 다.

-멘티들이 재 
 생각하는 것들을
 진솔되게 표 (그림, 
 )하도록 한다.

-생각 표 을
 어려워 하는 멘티들을   
격려한다.

-얼굴 실루엣이 그려진  
 종이를 받는다.

- 재 생각하는 바를
 표 (그림, )한다.

얼굴 
실루엣이 

그려진 
종이,

색연필, 
싸인펜, 

기타 
드로잉 

재료

정리
(15‘)

-자신의 뇌구조를 
 발표하도록 한다.

-완성된 뇌구조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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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뇌구조 그리기 수업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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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나만의 보물지도 만들기1. 수업 지도안 

수업명 나만의 보물지도 만들기
일시 2014.5.21

차시 1/2

주제  “비주얼 보드(Visual Board)” 제작

학습 목표

1. 비주얼 보드를 만들어 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2. 잡지, 신문지 등 다양한 꼴라주 재료를 이용하여 독창 인 
  비주얼 보드를 만든다.

학습단계
(시간)

교수 · 학습 활동 학습 자료 
 유의교수 학생

도입

-인사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비주얼 보드 련 
 자료들을 소개한다.
- 시 작품을 
 보여 다.

-인사
-학습 목표를 
 이해한다.

-비주얼 보드 련 
 자료들과 시 작품들을  
 감상한다.

개

-작품 제작 순서를 
 설명한다.

 (원하는 미래 모
습 생각→보드 선
택→잡지, 신문지 
등 원하는 이미지 
수집→보드에 부착
→기타 지료들을 
이용해 작품 완성)

-작품 제작하도록 
 한다. 

-작품 제작 순서를 
 숙지한다.

-작품을 제작한다.

우드락, 
색지, 

도화지, 
채색 물감 

,색연필, 
잡지, 

신문지, 
고지, 

기타 
꼴라주 

재료

정리

-미완성 보드 을 
 멘토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사용한 재료는     
 정리하도록 한다.

-미완성 보드를 
 멘토에게 제출한다.

-사용한 재료들을 
 정리한다. 



수업명 나만의 보물지도 만들기
일시 2014.5.28

차시 2/2

주제  “비주얼 보드(Visual Board)” 제작

학습 목표
1. 잡지, 신문지 등 다양한 꼴라주 재료를 이용하여 나만의 
 비주얼 보드를 만든다.
2. 완성된 작품을 발표하며 서로에 해 알아간다.

학습단계
(시간)

교수 · 학습 활동 학습 자료  
유의교수 학생

도입

-인사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지난 시간 했던 
 작업들을 
 상기시킨다.

-제출했던 미완성
 작품을 나눠 다.

-인사
-학습 목표를 
 이해한다.
-지난 시간 했던 
 작업들을 상기한다.

-제출했던 미완성 
 작품을 멘토에게 
 받아간다. 

개
-지난 시간에 이어
 비주얼 보드를 
 완성하도록 한다. 

-지난 시간에 이어 
 비주얼 보드를 
 완성한다. 

채색 물감 
,색연필, 잡지, 

신문지, 고지, 
기타 꼴라주 

재료

정리

-학생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사용한 재료들을 
 정리 하도록 한다.

-멘티들과 
 멘토들에게    
 작품을 보여주며
 원하는 미래의 
 모습에 해 
 발표한다.

-사용한 재료들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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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나만의 보물지도 만들기2. 수업 지도안 



수업명 우리가 만드는 학교
일시 2014.6.11

차시 1/2

주제 학교만들기를 통한 조형활동

학습 목표
1.기존학교의 외형  모습에 해 상기한다.
2.원하는 학교 건축물을 제작한다.
3. 동학습 과정을 통헤 조원들과 친해진다 

학습단계
(시간)

교수 · 학습 활동 학습 자료 
 유의교수 학생

도입

-인사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참고 작품(훈데르트바  
 서 건축물들)물 
 제시하고 설명한다.

-인사
-학습 목표를 
 이해한다
-참고 작품(훈데르트바  
  서 건축물들)물 
 제시하고 설명한다.

훈데르트 
바서 건축 

이미지

개

-조를 결성한다.
  (2~5명 1조)

-조원들이 자신의 학교  
 외형에 해 
 토론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는 어떠한 장소인  
 지 토론하도록 한다. 

-바라는 학교의 외형 
 모습을 그려보도록 
 한다.

-조원들과 상의하여 
 최종 완성될 학교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한다.
-제작된 도안을 보고 제
시된 재료를 이용해 
학교 조형물을 만들도록 
한다. 

-자신의 조를 안다.  

-자신의 학교 외형 
 모습을 다른 조원들과  
 설명한다.

-학교는 어떤 장소인지  
 조원들과 토론한다.

-원하는 학교의 모습을  
 그려본다.

-조원들과 상의하여
 최종 완성될 학교의   
 모습을 그려본다.

-제작된 도안을 보고 
제시된 재료를 이용해 
 학교 조형물을 만든다.

박스, 
루건, 

색지, 
색종이, 

노끈, 연필, 
싸인펜, 

물감, 
테이 , 풀, 

본드 등 
다양한 

재료

정리

-미완성 작품을 걷는다.

-사용한 재료를 
 정리하도록 한다.

-미완성 작품을 
 멘토에게 제출한다.

-자용한 재료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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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우리가 만드는 학교1. 수업 지도안 



수업명 우리가 만드는 학교
일시 2014.6.18

차시 2/2

주제 1.학교 만들기를 통한 조형활동

학습 목표
2. 원하는 학교 건축물을 제작한다.
3. 동학습 과정을 통해 조원들과 친해진다.
4. 완성된 작품을 발표한다.

학습단계
(시간)

교수 · 학습 활동 학습 자료 
 유의교수 학생

도입

-인사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지난 시간 작업을     
 상기시킨다.

-수업 진행 안내한다.

-인사
-학습 목표를 
 이해한다.
-지난 시간 했던 작업을 
상기한다.

-수업 진행 안내를 
숙지한다. 

개

-지난 시간 제작하던   
 조형물을 완성하도록  
 한다.

-조별로 학교 이름을
 짓도록 한다. 

-발표할 내용(학교 이  
 름, 학교 이름 선정   
 이유, 학교는 조원들  
 에게 어떠한 곳인지   
 등)을 안내한다. 

-지난 시간에 제작했던 
-조형물을 완성 한다.

-조별로 학교 이름을 
 짓는다.

-발표할 내용(학교 이름,  
 학교 이름 선정 이유,   
 학교는 조원들에게 어떠  
 한 곳인지 등)에 해   
 조원들끼리 토론한다.

박스, 
루건, 

색지, 
색종이, 

노끈, 연필, 
싸인펜, 

물감, 
테이 , 풀, 

본드 등 
다양한 

재료

정리

-조별로 제작한 학교를  
 발표하도록 한다.

-자유로운 분이기 
 속에서 완성된 
 조형물들을 감상하게  
 한다. 

-사용한 재료를 
 정돈하도록 한다.

-조별로 제작한 학교를  
 발표한다.

-자유로운 분이기 
 속에서 완성된
 조형물들을 감상한다.

-사용한 재료를 
정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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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우리가 만드는 학교2. 수업 지도안 



수업명 하고 싶은 이야기
일시 2014.6.25

차시 1/2

주제 아크릴 드로잉 작업을 통한 내면 표  스트 스 해소

학습 목표

1.화가들()의 내면 표 을 이해한다.
2.학교생활의 어려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 한다.
3.자유로운 드로잉을 경험한다. 

학습단계
(시간)

교수 · 학습 활동 학습 자료 
 유의교수 학생

도입
-인사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작품을 설명한다.

-인사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작품을 감상한다.

개

-조원을 결성한다
 (3~4인 1조)

-멘티들이 학교에 한  
 불만  바램사항들을  
 조원들과 토론하도록  
 한다.

-주어진 캔버스에 
 어떻게 표 할지 토론  
 을 유도한다.

-각자의 역할을 
 나 도록 한다.(스
치, 채색 등)

-작품을 제작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 기 속에서 
 표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조를 인지한다.

-학교에 한 불만    
 바램사항들을 조원들과  
 토론한다.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캔버스에 
 어떻게 표 할지 
 생각한다.

-조원들 각각 역할을 
 나 다(스 치, 채색 등)

-조원들과 상의하여 
  도안을 작성한다.

-채색한다.

캔버스, 아
트릴 물감, 
붓, 트, 
이면지, 연
필, 색연필 
등, 

정리

-사용한 재료들을 
 정리하도록 한다.

-미완성된 작품을
 멘토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사용한 재료들을 
 정리한다.

-미완성된 작품을
 멘토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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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하고 싶은 이야기1. 수업 지도안



수업명 하고 싶은 이야기
일시 20147.09

차시 2/2

주제 아크릴 드로잉 작업을 통한 내면 표  스트 스 해소

학습 목표

1.학교생활의 어려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 한다.
2.완성된 다른 조원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서로의 고민과 
 힘든 을 이해한다.

학습단계
(시간)

교수 · 학습 활동 학습 자료 
 유의교수 학생

도입

-인사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지난 시간 작업을     
 상기시킨다.

-수업 진행 안내한다.

-인사
-학습 목표를 
 이해한다.
-지난 시간 했던 작업을 
상기한다.

-수업 진행 안내를 
숙지한다. 

개

-작품을 제작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 기 속에서 표
 할 수 있도록 한다.)

-작품 제목을 
 정하도록 한다. 

-작품 발표 내용을 
 토론 후 확정하도록
 한다.

-채색한다.

-작품 제목을 정한다.

-작품 발표 내용을 토론  
 과정을 통해 확정한다. 

캔버스, 
아트릴 

물감, 붓, 
트, 

이면지, 
연필, 

색연필 등, 

정리

-작품에 해 
 발표하도록 한다.
 (제목, 그림설명 등)

-사용한 재료들을 
 정리하도록 한다. 

-작품에 해 발표 한다.  
 (제목, 그림설명 등)

-사용한 재료들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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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하고 싶은 이야기2. 수업 지도안



수업명 벽화작업
일시 2014.7.16

차시 1/2

주제 벽화작업

학습 목표
1. 벽면을 하도바인더로 고르게 한다.
2. 조별로 벽화 도안을 스 치 한다. 

학습단계
(시간)

교수 ·학습 활동 학습 자료 
 유의교수 학생

도입
-인사
-벽화 할 벽면을 
 안내한다.

-인사
-벽화 할 벽면을 
인지한다.

개

-하도바인더로 벽면을  
 고르게 하도록 한다.

-벽면이 마를 동안 
 조별(5인1조) 벽화 할  
 도안을 토론하도록 
 한다.

-벽화를 배경 색 
 페인트로 칠하도록  
 한다.

-벽화 할 도안을 다른
 조와 토론하도록 
 한다. 두 조 간 
 어느 정도 조화를 
 유도한다.

-하도바인더로 벽면을   
 고르게 한다.

-벽면이 마를 동안 
 조별로 벽화 할 도안을  
 토론한다.

-벽화를 배경색
 페인트로 칠한다.

-벽화 할 도안을 다른
 조와 토론하며 두 조 간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안 제작
시 ‘ 등학
교 벽면’이
라는 , 
그리고 ‘주
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어야 한
다’는 을 
생각한다.

하도바인
더, 헤라, 

롤러, 
롤러 통, 
붓, 물통 

등

정리

-도안을 걷는다.

-페인트  기타 재료
들을 정리하도록 한다.

 
-도안을 멘토에게 제출
한다.
-페인트  기다 재료들
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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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벽화작업1. 수업 지도안



수업명 벽화작업
일시 2014.7.20

차시 2/2

주제 벽화작업

학습 목표
1.벽화도안을 벽에 스 치 한다.
2.도안을 토 로 페인트로 그림을 그린다.
3. 코 제로 코 한다.

학습단계
(시간)

교수 · 학습 활동 학습 자료 
 유의교수 학생

도입

-인사
-지난시간 완성했던    
 벽화 도안을         
 멘티들에게 나 어   
 다.

-인사
-지난시간 완성했던     
 벽화 도안을 받는다.

개

-도안을 토 로 벽면에  
 스 치 하도록 한다.  
 이때 각자 구역을
 나 어 스 치 할 수  
 있도록 한다.

-페인트를 색 별로 
 종이컵에 덜어
 멘티들에게 나 어 
 다.

-채색할 부분을
 멘티들이 고르게
 역할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도안을 토 로 
 페인트로 색을 칠
 할 수 있도록 한다.

-도안을 토 로 벽면에 
 스 치한다.
 자신의 구역을 인지하고  
 구역에 맞게 
 스 치한다.

-종이컵에 나 어진 페
인트들을 받는다.

-채색할 부분을 조별로  
 역할 분담한다.

-도안을 토 로 
 페인트로 색을 칠한다.

스 치 종
이, 연필, 
색연필, 종
이컵, 페인
트, 붓, 롤
러, 물통, 
롤러통 등 

심

-다시 채색하도록 
 한다.

-채색이 다 완성되면   
 코 제로 코 하도록
 한다.

-다시 채색한다.

-채색이 다 완성되면 코
제로 코 한다.

 종 이 컵 , 
페인트, 붓, 
롤러, 물통, 
롤러통, 코

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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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9> 벽화작업2 수업 지도안 



정리

-페인트  기타 
 재료들을 정리하도록  
 한다.

-단체 사진을 는다.

-페인트  기타 
 재료들을 정리한다.

-단체 사진을 는다.

사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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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명 시
일시 2014.9.03

차시 1/1

주제 작업했던 작품들을 시한다.

학습 목표
1.작업했던 작품들을 시하며 그간 활동에 해 돌아본다.
2.멘토들 이외 부모님, 경찰 들, 지역 주민들 등 다양한 사람들
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단계
(시간)

교수 · 학습 활동 학습 자료 
 유의교수 학생

도입

- 시장에   
 들어오는데로 
 자유롭게 멘티들과
 인사한다.

-멘티들이 자유롭게
 시 람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시 도록을 
 나 어 다.

-멘토, 멘티들과 
 인사한다.

-자유롭게 시 
 람한다.

- 시 도록을 받는다.

시 도록

개

-멘티들에 자신의 
 작품 앞에서
 람객들에게 자신의  
 작품들을 설명 할 
 수 이도록 한다.

- 시 람 후 멘토,
 멘티들이 모여 시
 소감  그간 
 멘토링에 한 소감을
 나 도록 한다.

-자신의 작품 앞에서 
 람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한다.

- 시 람 후 멘토, 
 멘티들과 시 소감   
 그간 멘토링에 한 
 소감을 나 다.

작품, 작품 
캡션, 사진,
간식 등

정리 -마무리 인사를 한다. -마무리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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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0> 시 수업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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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 t  M e n t o r i n g  R e s e a r c h  f o r  

C o m m u n i t y  P a r t n e r s h i p  

Jae-ye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about art mentoring for community partnership, 

which is focused on drawing activated plans of art mentoring through 

analyzing the program participants’ expect value and verifying 

program effectiveness based on experiences in participating processes. 

It looks at where participants’ purpose is and discusses what is 

possibility of art mentoring for community partnership with research 

results of participants’ expect value.

  The research questions for achieving its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participants’ expect value for art mentoring? For 

it, this research recognizes their expectations and draws i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participation purpose. Second, What do 

they experience in participating the process? They understand 

experience processes through depth interview and recogniz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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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ies of art mentoring in three aspects. Third, What is the 

activated plan  of art mentoring for community partnership? With the 

real case studies, it provides some information of business plan and 

management which can contribute to heightening success possibilities 

in quality.

  The depth interview objects of expect value and experience are 28 

members, the researcher’s program participants, who are 4 art 

mentors, 6 SPO, 11 mentees, 3 school teachers, 3 mentee parents, and 

2 mentoring hands-on workers. The collected materials are analyzed 

as open coding.

  This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can recognize the differences of art mentoring members’ 

expect value and with this, the program could be fallen into two 

categories, mentoring of art and mentoring through art. Second, it 

found out the possibility of art mentoring as education for preliminary 

art teacher. The mentors found out the recognition-growth as 

educators or job workers. Third, there is a possibility of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for growing-ups. Today, the character education 

is put stress as an alternative for adolescent problems, so unlike the 

existing art classes, the art mentoring which has some characteristics 

of dialogue, care, individual guidance, attention and consideration is 

confirmed as an contributor to social requirements. Fourth, art 

mentoring provides an opportunity which can prove the social 

justification of art subject. Through the opportunity of experiencing 

and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art education, it would be the way 

to recover the carelessly regarded factors until now.

  The existing researches of mentoring are apt to attach weight to 

numerical analysis for verifying effectiveness of mentor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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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based on the quantitative data analysis. These existing

researches have some problems which are in discord with research

results and participants’ experiences, and to make up for them, this

research observed the program participants and recorded, interviewed,

analyzed their opinions and experiences. The meaning of this work is

to suggest the case of mentoring business which has not been

activated in art field yet and provide the groundwork to activate it.

keywords : art mentoring, community partnership, participants’

expect value, education for preliminary art teacher

Student Number : 2012-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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