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요약

아시아교육연구 13권 3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2, Vol. 13, No. 3, pp. 23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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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멘토경험이 멘토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설계는 멘토

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 31명과 비참여 대학생 31명의 진로적응성 점수 변화를 비교하는 이질집단 사전

사후설계로 실시되었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순수한 처치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는 

ANC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은 진로적응성의 모든 하위요인(목적의식, 창의성, 대인관계, 개방성, 

주도성,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책임감)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멘토링 프로그램과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연구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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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생 시기는 사회적 변화가 자신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대응하는 단

계로 전환되는 과도기이다. 안정된 진로발달이 예상되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진로적응성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소이다. 진로적응성이란 대학생들

이 졸업전환 후에 직업세계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적응하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개념이

다(Savickas, 1997). 진로적응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로탄력성이라는 유사한 개념과 

비교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진로탄력성이란 위기상황을 극복해내는 회복력으로써 본질적

* 본 연구는 2012년 BK21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 인력 양성 및 실용화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 제1저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234  아시아교육연구 13권 3호

으로 시간상 과거 지향적인 특성이 있다. 그에 반해, 진로적응성은 변화하는 일과 일하는 조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로 정의되며 보다 미래 지향적인 특성이 있다(장계영, 2011, 재인용). 특히,

진로적응성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진로에 대해 대

처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발달과업

을 해결하고 진로행동을 조절하며 직업적 역할의 변화를 대비하게 된다(Savickas, 2005).

한편, 개인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대학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인재를 양성하

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학은 연구와 교육에 국한된 캠퍼스 중심사고로부터 벗

어나 지역사회공동체의 성격을 강조하는 콤버시티1)로 변화하고 있다(이애련, 2010). 이러한 변화

는 국내 대학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대학 중심 멘토링이다. 멘토

링이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멘토가 보다 적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멘티에게 지지적인 역할을 수

행하는 공식화된 과정이다(Roberts, 2000). 국내외 대학들은 이러한 멘토링을 대학에 도입하여,

대학생들은 멘토로 활동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은 멘티로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은 회사,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범위로 확장되고 있다(최선희, 김

희수, 양혜원, 이근영, 최지현, 2010). 대학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멘토링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

해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게 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그러나 멘

토링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멘토를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충분히 실시되지 않은 편이다(김지연, 정소연, 2010).

멘토링의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멘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며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이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멘토를 대상으

로 하는 경우로써 멘티 연구에 비해 활발히 진행된 편은 아니라 볼 수 있다. 우선, 멘티 측면에서

의 효과를 다룬 국외연구결과는 멘토링이 멘티의 자존감, 학업 성취 수준,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agins & Scandura, 1999). 국내연구에서

도 멘토링이 멘티의 자아정체감, 자존감, 자기효능감의 향상과 학업성취, 우울감 감소에 긍정적

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고홍월, 이자명, 2010; 박현선, 2000; 채형일, 2001). 그러나, 멘

토 측면에서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이

기는 하지만 기업 및 조직 장면에서 멘토경험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외의 연구결과를 보면,

멘토경험이 멘토의 학습과 자아성찰,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Eby

& Lackwood, 2004). 국내의 일부 연구에서도 멘토링 프로그램의 청소년 멘토들이 유능감과 자

1) ‘Commuversity’에는 대학 고유의 기능인 연구와 학문 활동의 중요성 외에도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관점에 

대한 필요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와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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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탄력성 수준이 높아지고, 유대감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박경민, 2008; 이혜연, 조아

미, 박현선, 2005).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토의 리더십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은정, 이명근, 서순식, 오상철, 2008).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

은 연구대상이 청소년 또는 성인에 국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 등 질적 

연구방법에 의존하여 멘토의 변화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로발달 

단계상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의 진로적응성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멘토링은 본질적으로 멘토와 멘티의 상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다(Kram, 1985). 기존

의 연구 동향을 살펴 볼 때, 멘티 측면에서의 효과만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멘토링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멘토경험을 함으로써 멘토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게 되

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Wanberg, Welsh, & Hezlett, 2003). 더불어, 멘토링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가 체계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타당한 방법으로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피

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멘토경험의 효과를 연구함에 있어서 대학생의 진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다. 멘토링의 효과 연구는 기본적으로 생애발달 및 진로발달관점을 이론적 배경으

로 하고 있다(Kram, 1985). 진로발달이론에서 볼 때,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는 것은 삶과 진로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발달적 요소가 된다(Feldman, 1988;; Greenhaus, Callanan, & Godshalk,

2000; Kram, 1985). Super의 초기 진로발달이론은 직업성숙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성장기,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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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역할(role salience)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관점은 관계, 습관, 가정, 역할들에서 변화

를 가져오는 경험을 통해 진로적응에 관련된 자산요인과 부담요인을 발견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로써 이후의 전환과 적응에 대한 잠재적인 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Super,

1969; Goodman, Schlossberg, & Anderson, 2006).

국내에서 실시된 진로적응성 연구를 보면 진로적응성에 대한 구인을 추출하기 위해 대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지도하는 상담자, 그리고 대학생이 최종적으로 적응해야 할 기업체담당

자까지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장계영, 2009). 이는 진로적응성이 학교현장과 직업현장의 관련

성을 내재한 개념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역할변화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진로발달후기이론

과 진로적응성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멘토경험은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직업현장에서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므로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멘토경험이 진로적응성과 관련을 가지는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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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진로발달상황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은 교육상황이 아닌 일상생활이나 일터에

서의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소중한 학습을 한다고 볼 수 있다(Kolb, 1984). 이러한 경험은 형식

적이거나 비형식적인 학습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개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 있는 학습경험

이 된다(Mezirow, 1991). 멘토경험은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교육공학적 특성과 비구조화된 일상

적 특성이 공존한다(Ehrich, Bansford, & Tennect, 2004). 따라서, 멘토경험을 통해 다양한 진로

발달상황의 과업을 해결해 가는 경험을 총체적으로 축적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멘토경험은 자기 변화에 대한 인지적 노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멘티를 만나고 정보를 탐색하며 

과업을 해결하는 행동이 수반된다. 둘째, 멘토들은 청소년 멘티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적 보상을 위한 일만큼 사회․경제적 재생산의 가치와 기능을 가진다(Richardson, 2000)

는 점에서 일종의 직업적 활동과 같은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멘토경험을 통해 직업적 경험

을 축적하고 이로써 심리적 보상감과 유능감을 얻게 된다. 멘토는 멘티의 성장과 성공을 돕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Allen, Eby, O’Brien, & Lentz, 2008; Marc

& Monica, 2008) 이는 멘토의 유능감과 성취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Kram & Hall,

1989). 또한, 멘토는 멘티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되기도 하고 멘티

의 성공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일종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Lankau & Scandura, 2002; Marc &

Monica, 2008). 셋째, 멘토경험의 과정과 결과가 멘토의 자기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멘토경험을 

탐색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멘토는 멘토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내용을 구성하고 준비하는 

활동, 멘티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활동, 멘토링에 필요한 과업 등을 수행하는 가운데 

근시안적인 관점이 보다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변하게 된다(Eby & Lakewood, 2004;

Ehrich et al., 2004). 멘토는 멘티에게서 그들 자신과 유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멘티에게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노출시키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멘티의 삶을 대리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Marc & Monica, 2008).

멘토경험에는 두 가지 내용적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멘토와 멘티가 일대일로 만

나는 멘토링 활동이다. 두 번째는 멘토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참여하게 위해 받아야 할 

멘토교육과 멘토관리이다(Tierney & Branch, 1992). 본 연구에서 실시된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각각의 운영 취지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의 전반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있는가 하면, 교육과 

진로와 같은 국한된 영역과 관련된 집중적인 목표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Saito & Blyth, 1992).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멘토링 프로그램은 두 가지 관점이 통합된 형태로 개발되었다.

본 멘토링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멘토링 활동은 학습멘토링, 인성멘토링,

문화멘토링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멘토링은 멘티의 학업 지도 및 과업 성취를 

돕는 활동이며, 인성멘토링은 멘티의 심리적 문제 및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지원과 상담,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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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활동을 포함한다. 문화멘토링은 다양한 예술·공연·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둘째, 멘토교육은 멘토링에 대한 이해, 멘티에 대한 

이해, 멘토링 수행에 대한 평가, 자기이해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멘토교육의 일환으로 멘토들이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는 관리적 요소도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본 멘토링 프로그램이 구현하고자 했던 바는 대학생 멘토에게 지역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다양한 사회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

생 멘토들이 향후 진로 전환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

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전인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멘토 역할을 수행하면서 책임감과 사회

적 능력을 함양하게 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오늘날의 급속한 사회의 변화는 대학생에게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직업세계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육과 훈련방식은 

대학생들의 진로적응 수준을 높이는데 충분하지 않다(Senge, Cambron-McCabe, Lucas, Smith,

Dutton, & Kleiner, 2000). 따라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된 대안적인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은 

진로적응과 관련된 실질적인 전략들을 지역적 상황과 사회적 역할의 변화 속에서 체득할 수 있

을 것이라 보았다(Savikas, 2005).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과 본 멘토링 프로그램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멘토경험과 

관련된 연구들을 볼 때, 멘토는 멘티와의 만남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고 자신에 대해 보

다 열린 자세와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며, 주도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Eby &

Lackwood, 2004; Ehrich et al., 2004). 본 멘토링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에 접목시켜 볼 때, 멘토가 

멘티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멘토링 운영 기준을 준수하는 경험은 책임감 요인과 관련이 있다. 또

한, 멘티와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극복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대인관계 요인과 관련된다. 자신

과 다른 배경을 가진 멘티를 만나 그들의 경험을 편견 없이 수용하고 이해하는 경험은 개방성 

요인과 관련된다. 멘티의 역할모델로서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끌어 가는 경험은 주도성 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성공이나 실

패의 경험을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멘티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경험은 멘토의 

긍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 멘토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주어진 목표에 

부합하는 멘토링 활동을 수행하며 목적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기대되는 

과업내용을 이해하고 규칙에 맞게 주어진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경험은 멘토의 직무 능력

과도 관련이 있다. 끝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활용

해볼 수 있는 경험은 멘토의 창의성과 관련 된다. 이와 같이 멘토경험은 진로적응성의 주요 하위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멘토경험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

어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의 개인적 발달과 성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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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 중에서도 대학생들이 실제 직업세계에서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진

로적응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 시기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

는 기회를 통해 자신을 검증하고 타인으로부터 승인과 평가를 얻음으로써 진로 발달에 필요한 

경험으로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기의 대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치관, 생활

양식, 사회적 맥락에 적합한지 끊임없이 검증하고 수정하기 때문이다(Robert & Charles, 1995).

대학생 시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대학 교육 현장이다. 대학과 지역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은 자신의 진로적응수준을 검증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확장이라 볼 수 있다. 대학 역시 학생이 폭 넓고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생의 진로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중심 멘토링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멘토의 진로적응성 향상의 측면을 보완하는데 유용한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토로 구성된 실험집단과 멘토경험을 

하지 않는 대학생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진로적응성 사전점수와 사후점수를 분석하

였다. 그러나 분석에 있어서 한 가지 난점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선으로 할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멘토들은 자발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점수가 사후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여 본 연구설계의 한계를 최

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연구설계의 제한점을 염

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A대학과 A지역구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대학생 멘토와, 동일한 대학에 재학 중인 멘토 관련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다. 통제집단은 

멘토링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기간 동안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대학생으로 구성

되어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각각 31명씩 구성되었고,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22.02세(SD=2.15)이며 분포는 19세~28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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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이질집단 사전사후설계로 실시되었다. 연구설문은 총 2회 진행되었다. 1차설문은 

2011년 3월, 2차설문은 멘토링 프로그램의 1분기 활동이 종료된 2011년 7월에 각각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학과연구심의위원회와 본 멘토링 프로그램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내설문 및 

온라인 실험사이트를 통해 모집하였다. 학생들은 설문 시작 전에 연구참가자의 권리와 연구윤리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설문참가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멘토링과 유사한 활

동에 참여 중인 경우는 설문에서 제외되었다.

3. 멘토링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처치효과로 사용된 멘토링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구성원

· 멘토: 서울 소재 A대학교 재학생

· 멘티: 서울 A구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수퍼바이저: 교육학 및 심리학 전공 석사 이상의 대학원생

2) 프로그램 구성

· 1:1 멘토링: 학습멘토링/인성멘토링/문화멘토링

· 멘토교육: 멘토를 위한 사전·사후 교육/멘티이해/활동평가/자기평가

· 관리감독: 멘토링 활동 기준 준수/피드백/성과평가/멘토평가

본 멘토링 프로그램은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한 학기 동안 진행되었다. 멘토들은 매주 2회 

각 2시간씩 멘티가 재학하는 학교의 지정 장소에서 학습과 인성, 문화에 대한 멘토 역할을 수행

하고 매주 자신의 활동을 점검하였다. 멘토의 활동은 수퍼바이저에 의해 관리되었다. 수퍼바이

저는 멘토의 주간활동보고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며, 멘토링 현장 방문을 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기준에 따라 멘토의 활동을 관리·점검하였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자세한 구성

과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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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동 세부내용

1:1

멘토링

학습

멘토링

·학업성취를 위한 지도

·학습 교수 및 지도

·멘티와 1:1 매칭이 되어 학습방법, 독서, 기초교

과목 등을 지도한다. 

·멘토는 학습멘토링에 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

고 교과 내용과 범위를 선택하며 학습 지도를 

한다.

인성

멘토링

·관계형성 및 유지

·진로지도 활동

·상담 

·멘토는 멘티의 성취동기 및 학습동기를 수시로 

점검 하며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진로에 대한 동기 고취 및 진로탐색활동을 돕는다.

·학교생활과 인성 발달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도

한다.

·멘티가 학교생활 중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고민

을 상담해준다.

문화

멘토링

·대학견학 

·문화공연 및 탐방

·멘티에게 필요한 교육·문화적 활동을 기획한다.

·연극, 영화, 공연, 견학, 체험학습 등을 진행한다. 

·멘티가 평소에 접하기 힘든 교과공부 이외의 활

동을 지원한다.

·멘티의 문화적 감상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

행한다.

·문화멘토링은 정기멘토링 시간과는 별개로 진행

한다.

멘토

교육

역할교육
(분기별 1회)

멘토는 멘토의 역할 및 프로그램 준수사항, 멘토링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교육에 참여한다. 멘토 역할에 대한 주요 내용은 멘티의 진로개

발(후원, 노출 및 소개, 지도, 보호, 도전적 업무부여)을 촉진하고, 심리사회

적지지(수용 및 지원, 상담, 우정)를 제공 하며, 역할모델로 활동한다는 것

이다(Ragins & Cotton, 1999).

상담교육
(분기별 1회)

전문상담가를 초청하여 멘토링에 필요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기술 교육을 

받는다.

· 멘티와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

· 멘티를 대하는 태도

· 멘티와의 갈등상황을 해결 하는 방법

· 멘티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

· 멘티가 곤경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멘토특강
(분기별 1회)

멘토는 멘토링에 대한 교육학적·심리학적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한다. 또한, 멘토 특강에는 우수 멘토의 사례 발표가 포함되었다.

피드백
(주 1회)

멘토는 매주 멘토링 과업을 완료할 때마다 담당 수퍼바이저에게 멘토링 주

간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수퍼바이저는 멘토링 내용에 대한 피드

백을 제공한다. 피드백에 따라 멘토는 멘토링 활동을 보완 및 수정한다. 

자기평가
(주 1회)

멘토·멘티와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지를 돌아본

다. 멘티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

펴보며 자신의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 점검한다. 또한, 멘

토링 활동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표 1> 멘토링 프로그램 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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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간담회
(월 2회)

10~15명의 동료멘토와 담당 수퍼바이저는 정기간담회를 가진다. 간담회에

서는 멘토들이 서로의 활동 내용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또

한, 멘토의 전공 및 배경지식을 멘토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토론 시간을 

가진다. 담당 수퍼바이저는 멘토들의 멘토링 수행 수준을 점검하고 멘토 

역할 수행에 관련된 멘토의 어려움 공유한다. 이를 다른 멘토들과 함께 해

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적용한다.

멘토

관리

현장방문
(월 2~3회)

담당 수퍼바이저는 멘토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멘토의 멘토링 수행 상황을 

점검한다. 수퍼바이저는 멘토링 참관에 대한 피드백을 멘토에게 제공한다.

멘토관리 

담당 수퍼바이저는 프로그램 운영 기준에 따라 멘토를 관리하고 이들을 정

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멘토는 멘토링 수행성과(멘티의 학습능력 향

상, 학교생활 적응, 진로 발달 등) 뿐만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 규칙 준수

와 능동성, 책임감 등에 대한 평가를 제공받는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χ² 검증과 ANOVA를 실시하였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순수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한 후 ANCOVA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진로적응성 점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χ²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현재 봉사활동 참가여부, 현재 인턴십활동 참가여부에 따른 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학년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모

든 ps > .05). 멘토경험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 간 진로적응성 하위요인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를 비교하였다. 분석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Levene’s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 진로적응

성 하위요인인 목적의식, 창의성, 대인관계, 개방성, 주도성,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책임감 사전

점수가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F(1, 60) = .047; F(1, 60) = .020; F(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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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 .05]. 다음으로, 진로적응성 하위요인의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집단유형을 모수요인

으로 한 ANCOVA를 실시한 결과, 진로적응성 하위요인에서 각각의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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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진로적응성 하위요인 점수의 ANCOVA 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목적의식

공변인 1.38 1 1.38 9.70**

집단유형 .59 1  .59 5.04*

오차 7.52 53 .14

창의성

공변인 6.14 1 6.14 25.76***

집단유형 1.95 1 1.95 6.66*

오차 12.64 53 .24

대인관계

공변인 5.42 1 5.42 26.27***

집단유형 3.47 1 3.47  22.05***

오차 10.94 53 .21

개방성

공변인 1.01 1 1.01 5.99*

집단유형 7.98 1 7.98  38.21***

오차 8.92 53 .17

주도성

공변인 3.35 1 3.35 18.16***

집단유형 3.31 1 3.31  23.19***

오차 9.79 53 .19

직무능력

공변인 3.49 1 3.49 20.40***

집단유형 3.56 1 3.56 13.69**

오차 13.41 53 .25

긍정적 태도

공변인 5.13 1 5.13 5.65*

집단유형 5.08 1 5.08  34.10***

오차 12.19 53 .23

책임감

공변인 2.53 1 2.53 28.27***

집단유형 1.43 1 1.43 13.49**

오차 4.73 53 .09

주1. 실험집단 n=31, 통제집단 n=31

* p < .05, ** p < .01, *** p < .001

진로적응성 하위요인별 사전·사후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목적의식, 창의성, 대

인관계, 개방성, 주도성,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책임감 요인에서 실험집단의 사후점수가 통제집

단의 사후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각각 F = 5.04, p < .05; F = 6.66, p < .05; F = 22.05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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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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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집단별 사전·사후 진로적응성 하위요인 점수 비교

하위요인 집단유형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목적의식
실험 3.41 0.38 3.85 0.52 

통제 3.42 0.34 3.48 0.51 

창의성
실험 3.01 0.65 3.71 0.63 

통제 3.31 0.59 3.31 0.51 

대인관계
실험 3.71 0.66 4.03 0.62 

통제 3.49 0.46 3.33 0.48 

개방성
실험 3.59 0.62 3.97 0.56 

통제 2.76 0.56 2.88 0.41 

주도성
실험 3.43 0.59 3.90 0.49 

통제 3.27 0.52 3.25 0.32 

직무능력
실험 3.45 0.55 3.73 0.64 

통제 3.17 0.55 3.09 0.44

긍정적 태도
실험 3.79 0.58 4.13 0.50 

통제 3.24 0.46 3.22 0.37 

책임감
실험 3.89 0.55 4.03 0.52 

통제 3.22 0.53 3.11 0.42

결과를 종합하면,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사후점수의 증가는 프로그램의 처치효과에 의한 것이

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후평균 값의 차이 또한 프로그램의 처

치에 의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처치효과인 멘토경험

이 멘토의 진로적응성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처치임을 의미한다.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멘토경험이 대학생 멘토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처치효과로 가지는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의 진로

적응성 수준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두 집단의 변화를 진로적응성의 8개 하위영역

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적응성 

사전점수를 통제한 후, 두 집단의 진로적응성 점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

인 목적의식, 창의성, 대인관계, 개방성, 주도성,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책임감 모두에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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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본 연구결과는 멘토가 되는 것이 멘토의 개인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Eby et al., 2004; Greenhaus et al., 2000; Feldman, 1988; Kram,

1985). 이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토의 성장과 발전에도 효과가 있는 것임을 확인하는 결과이며 

멘티 측면의 효과 검증에 치중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의 이원

적(dyadic) 특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Levinson, Darrow, Levinson, Kl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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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연구결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토의 진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Moore & Allen, 1996). 기존 연구가 멘토와의 면접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던 

반면 본 연구는 이를 보다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 역할을 수

행하는 것은 진로발달단계에 있어서 상위단계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이 된다는 진로발달이론의 

설명과 일맥상통한다(Dalton, Thompson, & Price, 1977). 대학생들은 멘토경험을 통해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책임감을 키우게 되며, 일하고자 하는 

동기와 방향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지게 된다. 또한, 멘토로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보완하며 창의성을 발현시키게 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솔선해서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획과 보고 업무 경험을 통해 직

무능력 또한 증진된다. 담당 수퍼바이저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멘티와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써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과 환경을 편견 없이 수용하고 활용하는 능

력인 개방성이 향상된다. 뿐만 아니라, 멘티와 수퍼바이저 등 새로운 대인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

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진로적응성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전반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까닭은 멘토경험이 사회적 

책임감과 이타성을 요구하는 특성을 가졌기(Allen, 2003)때문이라 볼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책

임감이나 성실성의 발달에는 개인의 긍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성향이 내재되는 경우

도 있다. 따라서 개인이 주도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면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추는 것은 상충

될 수 있다는 것이 일견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Mullen(1994)은 멘토링의 가장 핵심

적인 특성 중의 하나로 멘토가 된다는 것이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멘토경험을 통해 이타적 동기가 활성화 되고 이타적 행동을 경험적으로 체득

하게 된 결과(Mullen, 1994; Brief & Motowidlo, 1986)가 직업세계에서 적응할 자신의 모습을 

준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대학생 진로 발달을 위한 연구가 대학생의 인지적 특성 발달에 머물

러 있었던 것과는 달리 멘토경험이라는 실질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자기에 대한 이해와 성찰, 직업 가치 변화 등 개인의 내적 인

지 변화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이다. 이는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 및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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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을 강조한 많은 연구들(Creed, Vivien, Michelle, & Robert, 2009; Duffy & Dik, 2009;

Jukka, Richard, Pertti & Ira, 2005; Norman, William, Maria, Lee, & Emily, 2010)과 일맥상통하

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직업세계인식에 관한 연구(윤명희, 신현순, 서희정, 2010)에서도 

대학생들이 실제 봉사활동이나 멘토링 등을 통해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신만의 차별화된 

진로발달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적응성의 각각의 하위요인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창의성을 삶과 직업에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단계이다(McDonough, & McDnough, 1987). 그러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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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다(헤럴드 경제, 2009. 10. 21; 홍병선, 2009, 재인용). 본 연구결과는, 사회 현장으로의 진

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멘토들에게 창의성요인을 함양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으로써 멘

토링 프로그램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기존에 실시되는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처럼 자신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필수로 한다. 따라서, 멘토의 대인관계요인과 개방성요인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서의 멘토경험이 일반 대인관계프로그램과 

차별점을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내의 대인관계 자체에 초점

을 두고 있다(정은이, 2011). 반면, 멘토링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멘티의 이해, 수

퍼바이저 등 다양한 관계를 함께 강조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대인관계의 질적

인 변화를 경험하는 대학생들(권석만, 1994)에게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티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멘티의 학습을 지도하는 과업목표와 

인성을 지도하는 관계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게 한다. 본 멘토링 프로그램 내에서 대학생 멘토들

은 목표를 향해 착실하게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접하게 되며, 목표의 실행

정도에 대해서도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받기 때문에 목표의식을 함양하는데 유익한 프로그램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멘토링 프로그램이 대학생 멘토의 직무능력요인을 향상시키는 

데 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선후배간 상호작용이 직무능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에서처럼(이규녀, 박기문, 이병욱, 최완식, 정현욱, 2009), 멘티와 수퍼바이저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무능력을 함양하게 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자

신에게 주어진 직무내용을 알게 되고, 변화된 역할과 규칙에 맞게 과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경험이 축적된 결과일 수 있다. 다섯째,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생 멘토의 주도성요인의 향상에

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멘토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공식적인 환경 속에

서 멘티의 학습지도자로서, 상담가로서, 역할모델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멘티와 수퍼바이

저로부터 풍부한 피드백을 제공받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역할 수행과 활발한 피드백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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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과업 수행 환경이 주도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라 보는 견해와 일치한다

(Crant & Bateman, 2000). 여섯째, 멘토링 프로그램이 대학생 멘토의 긍정적 태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태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 자신과 타

인, 사회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과 관계 속에 있는 자신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

인 해답을 찾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설명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DeJong &

Berg, 2002). 마지막으로, 기존의 진로적응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는 진로적응성 구성요인 중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내는 하위요인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장계영, 2011). 본 연구결과

는 진로적응성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책임감 요인이 멘토경험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개입점을 

제안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멘토링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직업 환경을 살

아가는 대학생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책임감 요인을 향상시키는데 매

우 적합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험집단의 멘토들이 자발적으로 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는 점이 실험집단의 사전점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토경험을 통해 사후점수가 증가하는 긍정적

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면에서 멘토경험이 대학생에게 유익한 적용점이 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본 멘토링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체에게 미치는 혜택을 고려하여 개발

되었기 때문에 대학생의 진로적응성 향상만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토와 멘티의 성장과 지역사회에의 기여라는 포괄적인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앞

서 제시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동기나 이타성 수준 등 개인

의 심리적 특성 변인을 고려하는 것과 멘토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보다 엄밀

한 의미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처치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학생 멘토의 진로적응성 수준의 변화를 근거로 대학 및 지역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연구에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할 수 있다. 멘토링 효

과성을 검증한 국내외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멘토링 효과의 지표를 단순한 만족도로 측정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의 발달상의 변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멘토링 프로그램의 실제

적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임진영, 이봉주, 황매향, 김재철,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학 내 멘토링 프로그램 관련자들은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토의 진로적응 측면에도 긍정

적 영향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멘토의 진로적응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구체

적으로 수립하고 진로적응성의 각 하위요인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점검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로적응성의 모든 하위요

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 볼 때, 각각의 하위요인을 향상시키

기 위한 개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완하기 보다는, 진로적응성의 여덟 가지 하위 요소에 대한 



멘토경험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효과  247

포괄적인 효과를 겨냥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멘토링을 제공하는 입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멘토링을 

통해 학습하는 수혜자라는 입장도 함께 고려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멘티와 멘토의 

성장이라는 멘토링의 목적과 취지를 보다 성공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48  아시아교육연구 13권 3호

참고문헌

고홍월, 이자명 (2010). 청소년 학습 멘토링 활동에서의 경험. 청소년학연구, 17(11), 227-261.

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42-57.

김지연, 정소연 (2010).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2,

13-122.

박경민 (2008).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사례연구. 사회복지실천, 7, 159-183.

박현선 (2000). 실직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한국사회복지

학, 41, 147-172.

윤명희, 신현순, 서희정 (2010). 대학생의 직업세계 인식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29(4),

305-327.

이규녀, 박기문, 이병욱, 최완식, 정현욱 (2009). 기업 인적자원개발 형태와 제도가 직무능력 향상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인식 분석. 한국기술교육학회지, 9(2), 174-197.

이애련 (2010). 대학의 지역사회봉사활동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성남시 지역 대학교 사례를 중심

으로.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9, 61-80.

이혜연, 조아미, 박현선 (2005). 특별지원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지침서 개발연

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임진영, 이봉주, 황매향, 김재철 (2010). 경향점수를 활용한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아시아교육연구, 11(4), 189-221.

장계영 (2009).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계영 (2011).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7(3), 539-558.

정은이 (2011). 대학생을 위한 자기 성장 및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 집단 상담의 효과 분석. 교육

방법연구, 23(4), 687-712.

채형일(2001).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

사학위 논문.

최선희, 김희수, 양혜원, 이근영, 최지현(2010). 저소득 아동, 청소년 대상 멘토링의 과정 및 성과

에 대한 질적 연구-멘티, 멘토, 멘티부모, 실무자 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

구, 12(3), 79-118.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11).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 학교 연계 모형 개발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연구원.

홍병선 (2009).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대안모색. 교양교육연구, 3(2), 51-78.



멘토경험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효과  249

황은정, 이명근, 서순식, 오상철 (2008).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토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기업교육연구, 10(2), 138-157.

Allen, T. D. (2003). Mentoring others: A dispositional and motivation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134-154.

Allen, T. D., Eby, L. T., O’Brien, K. E., & Lentz, E. L. (2008). The state of mentoring research:

A qualitative review of current research methods and future research impli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3), 343-357.

Brief, A. P., & Motowidlo, S. J. (1986). Prosocial organizational behavio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1, 710–725.

Crant, J. M., & Bateman, T. S. (2000). Charismatic leadership viewed from above: The impact

of proactive personalit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1, 63-75.

Creed, A. P., Vivien, K., Michelle, H., & Robert, M. (2009). Goal orientation, self-regulation

strategies, and job-seeking intensity in unemployed adul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4(3). 806-813.

Dalton, G. W., Thompson, P. H., & Price, R. L. (1977). The four stages of professional careers:

A new look at performance by professionals. Organizational Dynamics, 6, 19–42.

DeJong, P., & Berg, K. I. S. (2002). Interviewing for solutions (2nd ed.). New York: Brooks/Cole.

Duffy, R. D. & Dik, B. J. (2009). Beyond the self: External influences in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8, 29-43

Eby, L. T., & Lakewood, A. (2004). Proteges' and mentors' reactions to participating in formal

mentoring programs: A qualitative investig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3),

441-459.

Ehrich, L. C., Bansford, B., & Tennect, L. (2004). Formal mentoring programs in education and

other profess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40(4), 518-540.

Feldman, D. C. (1988). Managing careers in organizations. Glenview, IL: Sccott Foresman.

Goodman, J., Schlossberg, N. K., & Anderson, M. L. (2006). Counseling adults in transition:

Linking practice with theory (3rd ed.). New York: Springer.

Greenhaus, J. H., Callanan, G. A., & Godshalk, V. M. (2000). Career management. Fort Worth:

The Dryden Press.

Hunt, D. M., & Michael, C. (1983). Mentorship: A career training and development too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8, 475-485.

Jukka, V., Richard, H. P., Pertti, M., & Ira, M. (2005). Effective group training techniques in



250  아시아교육연구 13권 3호

job-search training.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0(3). 261-275.

Kolb, D. A. (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Kram, K. E. (1985). Mentoring at work, Scott, Foresman & Co, Glenview, IL.

Kram, K. E., & Hall, D. T. (1989). Mentoring as an antidote to stress during corporate trauma.

Human Resource Management, 28, 493-510.

Lankau, M. J. & Scandura, T. A. (2002). An Investigation of personal learning in mentoring

relationships: Content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4), 779-790.

Levinson, D. J., Darrow, D., Levinson, M., Klein, E. B., & MacKee, B. (1978). Seasons of a man’s

life. NewYork: Academic Press.

Marc, R. P., & Monica, L. F. (2008). Formal mentoring programs: The relationship of program

design and support to mentors’ perceptions of benefits and cos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2, 225-240.

McDonough, P. & McDonough, B. (1987). A survey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on

the conducting of formal courses in creativity.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1(4),

271-282.

Mezirow, J. (1991).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Francisco: Jossey-Bass.

Moore, C. W., & Allen, J. P. (1996). The Effects of volunteering on the young volunteer.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7(2), 231-258.

Mullen, E. (1994). Framing the mentoring relationship in an information exchange.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4, 257–281.

Norman, E. A., William, A. B., Maria, I., Lee, D. B., & Emily, K. (2010). Career decisions from

the decider's perspectiv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8, 336-351.

Ragins, B. R., & Cotton, J. (1999). Mentor functions and outcomes: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 in formal and informal mentoring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 529-550.

Ragins, B. R., & Scandura, T. A. (1999). Burden or blessing: Expected costs and benefits of

being a ment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0, 493-509.

Richardson, M. S. (2000). A new perspective for counselors: From career ideologies to

empowerment through work and relationships practices. In A. Collin, & R. A.

Young (Eds.), The future of career (pp. 197-21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멘토경험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효과  251

Robert, A. (2000). Mentoring revisited: A phenomenological reading of the literature,

Mentoring and Tutoring, 8(2), 145-170.

Robert, J. D., & Charles, W. R. (1995). Career counseling: A developmental approach.. Merri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Columbus, Ohio.

Saito, R. N. & Blyth, D. A. (1992). Understanding mentoring relationships. Minneapolis, MN:

Search Institute.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48-57).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Senge, P., Cambron-McCabe, N., Lucas, T., Smith, B., Dutton, J., & Kleiner, A. (2000). Schools

that learn: A fifth discipline fieldbook for educators, parents, and everyone who cares about

education. New York: Doubleday/Currency.

Super, D. E.(1969).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Persons, positions and process. Counseling

Psychologist, 1, 19-23.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pp. 197-261). San Fransisco: Jossey-Bass.

Tierney, J., & Branch, A. Y. (1992). College students as mentors for at-risk youth: A study

of six campus partners in learning programs. Philadelphia: Public/Private Ventures.

Wanberg, C. R., Welsh, E. T., & Hezlett, S. A. (2003). Mentoring research: A review and

dynamic process model.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22,

39–124.

* 논문접수 2012년 4월 25일 / 1차 심사 2012년 6월 13일 / 2차 심사 2012년 8월 20일 / 게재승인 2012년 8월 24일

* 노윤경: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E-mail: yunkyoung@yonsei.ac.kr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학교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정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khlee2445@yonsei.ac.kr



252  아시아교육연구 13권 3호

Abstract

The Effect of Mentor Experience

on Career Adaptability among University Students*
2)

Loh, Yun-Kyoung**

Lee, Ki-Hak***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mentoring program,

co-operated by a university and local government. The distinct characteristic of this mentoring

program is that education, training, and monitoring are provided for the mentors. The research

design is pretest-posttest with a control group to compare career adaptability change of each

group. ANCOVA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all of 8 factors

(goal setting, creativ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openness, proactivity, job competence,

positive attitude, responsibility) of career adaptability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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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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