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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체인구에서 대학생 비율, 대학 수 비율, 그리고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등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

다.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2)의 교육통

계에 의하면 전국 대학의 수는 389개교 (전문대학 163개교 

포함), 전국 대학생의 수는 3,399,258명 (전문대학생 수 

814,644명 포함)이다. 이와 같이 대학 및 대학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가 동반 

성장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대학지속가능지수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겨우 

50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수업 외의 문

제로 상담할 수 있는 교수나 강사의 숫자는 평균 1.25명에 불

과하였다(The Kyunghyang Shinmun, 2011). 대학생들의 만족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문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비교과과정의 운영, 예를 들면, 

대학생들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

관의 설립 혹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장 흔히 직면하는 스트레스원을 개

인적인 것과 학업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조사한 연구에 의하

면, 전자에는 장래 취업 문제, 재정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이

속하며, 학업과 관련해서는 학점 경쟁, 장래 직업 전망, 교수

에 의한 과다한 요구와 압박감,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Kang & Yum 2005). 즉, 중,

고교 시절 엄격하게 짜여진 시간표 속에서 학급단위 수준으

로 대인관계를 유지해왔던 것과는 달리, 대학생들은 스스로 

대인관계를 유지, 개발해야 하는 동시에, 학습 측면에서도 그

들-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고 새로운 교수법에 

적응하고 자신만의 학습 스타일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감을 

지닌다(Kim, Chung, Hur & Bang, 2010).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들의 특성으로는 매사에 자신감

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며, 과제

물을 충실히 작성하고, 결석이나 지각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삼가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Abar & Loken, 2010). 이와 대

조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자기효능감이 낮으며

(Komarraju & Nadler, 2013), 잦은 지각이나 결석, 그리고 여

러 가지 핑계를 계기로 학업활동을 미루는 등의 부정적 전략

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Jones, 1999), 불안, 우울, 무력감 혹

은 수치감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Kim, 2007). Jones 

(2008)는 부정적 전략 활용정도가 대학 일학년 학생들의 해당 

학기 학업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을 보고하였다. 

자기조절감 혹은 자기효능감은 이와 같이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서, 결과를 얻고자 하

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자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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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 & Locke, 2003).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정해진 자

신의 학습 의지를 분명히 하고, 필요한 노력의 수준을 결정하

며,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것인지를 파악하는 등 학습 일정표

를 중심으로 자신의 내, 외적 환경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때 

강화된다(Pintrich, 2004).

한편, 대인관계는 주로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며,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련된 

심리적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Yang, 2008). 대인관계 속에

서 개인이 인식하는 지지는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raque, Roldan & 

Salguero (2009)는 스페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나 전략이 부족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의식이 없는 경우 학업 성적이 낮으며 심지어 대학 중도 

탈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대학을 

중도 포기한 학생들 중에서 교수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지지가 부족하였으며, 과제물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것 등을 원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Xenos, Pierrakeas & 

Pintelas, 2002). 우리나라의 대학생을 타 아시아 대학생 및 미

국 대학생들을 비교한 경우, 이들은 대학생활에서 부딪히는 

각종 스트레스에 대해 사회적 지지를 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물질 남용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Taylor et al., 2004). 따라서, Lee, Kim, Lee와 Son (2009)은 

학습부진 학생들이 가정생활 문제와 학교 부적응 문제 등 학

습외적문제로도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고려할 때 학습부진자

를 위한 지도 및 지원은 다면적,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각 대학에서는 재학생들의 중도 탈락률 예방 및 

취업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학생 상담 혹은 멘토링의 중요

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인식하고 있으며, 멘토링 혹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부진학생의 학습 흥미나 관심을 

고취시키고 긍정적 학습 효과를 얻고자 한다(Jung, 2005; Park, 

2010). 

그러나 대학 내 전문 상담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지도교수

가 모든 학생들을 충분한 시간동안 상담 관리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상담 기회를 부여해도 관심이나 반응

을 보이지 않는 학생, 그리고 학교에 등교조차 하지 않은 학

생들을 멘토링하기란 더욱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본 연구자들은 소정의 훈련을 거

친 또래 멘토를 활용한 프로그램, 일명 ‘Anyone can achieve 

A+’이 학업부진대학생을 포함한 참가자들의 학업성취도, 자기

효능감 및 대인관계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프로그램이 멘토의 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 지지에 미치는 영향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

는 중학생 영어 학습에 참여한 대학생 멘토들이 청소년에 대

한 이해도가 증가하였다는 보고(Kim, Chung, Hur & Bang, 

2011) 이외에는 멘토에게 미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또래 멘토를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 일명 

‘Anyone can achieve A+’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자의 자기효능

감 및 대인관계 지지 및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부진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인 ‘Anyone can 

achieve A+’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한다. 

둘째, ‘Anyone can achieve A+’ 프로그램 전후 또래 멘토, 학

습부진자, 그리고 자발적 참여자 집단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한다.

셋째, ‘Anyone can achieve A+’ 프로그램 전후 또래 멘토, 학

습부진자, 그리고 자발적 참여자 집단의 대인관계 지지

를 파악한다.

넷째, ‘Anyone can achieve A+’ 프로그램 전후 참여자들의 학

업 성적을 측정한다.

다섯째, ‘Anyone can achieve A+’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학업

성적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여섯째,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다. 

연구 방법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선발 및 참여 동의

● 또래 멘토 선발 

경상북도내 D 대학 재학생 중 졸업학년인 4학년을 제외한 

1∼3학년 재학생 전원을 연구 모집단으로 정한 후, 학업성적

이 평점 평균 3.5이상이며, 자원 봉사 경험이 있고, 본 프로그

램의 취지 및 내용, 멘토의 역할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프로

그램 전 과정에 대한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 29명을 

면접을 통해 편의 선발하였다. 

● 멘티 선발

첫째, D 대학교 재학생중 프로그램 직전 학기말 평점평균

이 2.5 이하의 학습부진자 350명을 연구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프로그램 안내문을 가정 우편 발송

하였다. 3일후 전화를 걸어 부모님 및 학생에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여를 권유하였으며, 필요시 이메일을 통해 추후 

문의사항에 답변한 결과,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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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의한 학생 35명을 학습부진자 집단(이하 academic 

probation)에 포함하였다.   

둘째, 사회적 소외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소수자만을 대상

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탈락율이 높다는 보고(Kim & 

Lee, 2008)에 기초하여 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자발적 참

여자들을 포함하였다. 즉, 학교 웹사이트 및 캠퍼스 내 벽보 

안내문 등을 통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인 일반 재학생 68명 

중, 본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 51명을 편의 표집하여 자발적 참여자 집단 (이하 

voluntary participant)에 포함하였다.   

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지지 측정

● 학업성취도 측정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

램 직전 학기에 취득한 성적의 평점 평균, 프로그램 이수 직

후에 취득한 성적의 평점 평균, 그리고 프로그램 이수 직후에 

취득한 A+ 과목수를 확인하였다. 

● 자기효능감 측정

프로그램 시행 전·후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기 위

해, Sherer 등(1982)이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 SES)를 기초로 하여 Hong (1995)이 번안한 것을 이용

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 자

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의 2개의 하위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 사회적 효능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1으로 나

타났다. 

● 대인관계지지 측정 

프로그램 시행 전·후 참여자들의 대인관계 지지를 파악하기 

위해, Cohen과 Hoberman (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지지 평가 

척도(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 ISEL)를 기초로 

하여 Kim (1987)이 번역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는 총 48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 지지, 소속 지지, 자존감 지지, 

유형 지지 등 네 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고, 각 하위 척도는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도구의 

네 개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α .60, .68, .70, 

그리고 .77로 나타났다. 

또래 멘토 트레이닝 

본 연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또래 멘토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하고, 학업중재기법, 각

종 정신건강 증진 기법, 그리고 상담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덧붙여, 또래 멘토들에게는 주 2회 각 2시

간의 정기적인 멘토링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식과 기법을 교

육하였으며, 우울 및 자살 위험군 스크리닝 방법, 학업성적 

부진 원인 탐색방법, 그리고 MBTI를 통한 자기이해 및 타인

이해 등의 workshop를 진행하였다. 또한 매 월말 사례회의 및 

수퍼비전을 통해 어려운 사례를 공유하며 피드백을 제공하여 

상담활동의 전문성을 보완하였다.

●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이 진행된 기간 동안 매주 2시간 또래 멘토들이 

멘티들을 대상으로 학습지원과 정서지원 활동을 하였고, 그 

활동과정과 결과를 저널(journal), 즉 사례관리 일지에 기록하

였다. 본 프로그램의 멘티, 즉 학습부진자 및 자발적 참여자 

집단을 위해, 학습부진 원인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팀별 유대

감 강화를 위한 캠프 그리고 문화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또

한 팀별 목표달성 여부확인 및 프로그램 마무리 차원에서의 

portfolio발표회를 마련하였다(Table 1).

통계 분석

얻어진 자료는 SPSS PC/program (version 18.0)을 이용하여, 

카이제곱 검정, paired t-test, 일원변량분석 등을 실시하여 프

로그램에 따른 전후 비교를 실시하였다. 일원변량 분석 시 추

후 분석(post-hoc analysis)를 위해서는 Duncan's range test를 

적용하였다. 덧붙여 성적변화량을 설명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p<.05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일부 참가자들의 프

로그램 후기를 인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약술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G 도시에 소재한 일 대학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학업 성적 부진의 배경이나 원인, 그리고 중재 프로

그램에 대한 반응 등을 전국 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

한이 따른다. 또한, 프로그램이후 참가자들의 후기를 수집하

여 이들의 인식과 경험을 정성적으로 제시하였으나, 프로그램 

참가전의 상태를 사전 조사하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결과를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 전 후 학업 성취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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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gram overview

Time Category Activities Subject

Beginning of summer 
break

Orientation
ㆍProgram review
ㆍScreening test of mental health status
ㆍMBTI test

Mentor

During summer break

Self preparation
ㆍReading materials regarding mentoring and stress 

management

Mentor
General training Ⅰ

ㆍPractice skills to build intimacy
ㆍReview articles regarding academic warning

Need-centered training ㆍU&I test

General training Ⅱ
ㆍPractice problem-solving technique
ㆍPractice skill to deal with negative emotions

Tailored education Ⅰ 

ㆍU&I test
ㆍStress management
ㆍAptitude test
ㆍUpgrade self-leadership
ㆍDealing with negative emotions

Mentee

Beginning of the 
second semester

Tailored education Ⅱ

ㆍU&I test
ㆍStress management
ㆍAptitude test
ㆍUpgrade self-leadership
ㆍDealing with negative emotions

Mentee

During the second 
semester

Monthly supervision by 
counsellor

ㆍBeing checked the journal's content written 
ㆍSharing issue(s) or problems arising during mentoring Mentor

Supervision by peer mentor ㆍSharing each one's experience as mentor

Mentoring by peer mentor
ㆍReceiving academic support
ㆍReceiving psychosocial support
ㆍWriting report about activities

Mentee

Camp with mentors

ㆍReceiving special lecture about how to write a academic 
report
ㆍMaking specific curriculum for study
ㆍRecreational activities 

Middle of the second 
semester

Sharing experience 
ㆍGoing to cinema together
ㆍSharing experience at dinner table
ㆍWriting report about activities

All

End of the second 
semester

ㆍPresentation portfolio
ㆍProgram outcome evaluation

ㆍPresenting portfolio
ㆍAwarding program certificate 
ㆍAwarding scholarship to good performers

All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ogram participants                                                       (N=109)

Characteristics

Mentor

(n=28)

Academic 

probation

(n=30)

Voluntary  

participant

(n=51)
χ² p

n (%) n (%) n (%)

Major 

5.409 .248
Humanities/Social Science (n=23) 8 (28.57) 6 (20.00) 9 (17.70)
Management/ Tourism/Education (n=58) 10 (35.72) 19 (63.30) 29 (56.90)
Science/ Technology (n=28) 10 (35.71) 5 (16.70)  13 (25.5) 

Gender
Male (n=57) 12 (42.90) 21 (70.00) 24 (47.10) 5.330 .070
Female (n=52) 16 (57.10)  9 (30.00) 27 (52.90)

본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소속 및 성별을 비교한 결과, 또래 

멘토, 학습부진자 그리고 대조군 세 군 모두 동질한 것으로 나

타났다 (각각 X2=5.409, p=.248, X2=5.330, p=.070) (Table 2). 

그러나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는 집단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프로그램 전 또래 멘토들의 학점 평점평균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평균 3.81, 표준편차 0.43), 다음으로 자발적 참

여자 (평균 3.10, 표준편차 0.71), 학습부진자 (평균 1.17, 표준

편차 0.54)순으로,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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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ogram participants                                                       (N=109)

Characteristics

Mentora

(n=28)

Academic 

probationb

(n=30)

Voluntary  

participantc

(n=51)
F p

post-hoc

test

Mean±SD Mean±SD Mean±SD

Academic performance
GPA before program 3.81±.43 1.17±.54 3.10±.71 155.349 <.001 b<c<a
GPA after program 3.72±.42 2.12±.82 3.21±.58  51.321 <.001 b<c<a
Change in GPA -.10±.34  .96±.83  .11±.58  25.428 <.001 a,c<b
A+ after program (no.) 2.21±2.04  .33±.80 .82±1.40  12.967 <.001 b,c<a

<Table 4> Change in self-efficacy before and after ‘Anyone can achieve A+’ program                          (N=109)

Type Group
Mean±SD Matched 

difference

95% CI
t p

Before After Lower Upper

General 
self-efficacy

Mentor 56.93±8.17 62.04±8.69 5.11(2.95) 3.96  6.25 18.085 <.001
Academic probation 45.30±10.72 57.27±13.78 11.97(7.35) 9.22 14.71 17.003 <.001
Voluntary participant 48.16±7.45 57.82±8.28 9.67(6.33) 7.89 11.45 15.949 <.001

Social 
self-efficacy

Mentor 13.39±3.11 17.57±2.15 4.18(1.83) 3.47  4.89 23.847 <.001
Academic probation 12.90±3.67 17.37±3.70 4.47(2.33) 3.60  5.34 20.029 <.001
Voluntary participant 13.73±2.25 17.49±1.88 3.75(2.13) 3.15  4.35 18.381 <.001

(F=155.349, p<.001). 이러한 패턴은 프로그램 후에도 동일하

게 나타났다 (F=51.321, p<.001). 그러나 본 프로그램에 따른 

성적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학습부진자들의 성적변화량은 평

균 0.96(표준편차 0.83)으로, 또래 멘토(평균 -0.10 표준편차 

0.34) 및 자발적 참여자 (평균 0.11 표준편차 0.58)들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F=25.428, p<.001). 한편, 멘

토링 프로그램 이수 후 취득한 A+ 과목 수에 있어서, 또래 

멘토 (평균 2.21, 표준편차 2.04)는 학습부진자 (평균 0.33, 표

준편차 0.80) 및 자발적 참여자 (평균 0.82, 표준편차 1.40)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지만, 학습부진자와 자발적 참여자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F=12.967, p<.001). 따라서 본 학업성취도 향

상 프로그램은 학습부진자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인 

것이 입증되었다(Table 3). 

프로그램 전후 자기효능감 평가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첫째, 세 집

단 모두에서 프로그램 전에 비해 프로그램 후 일반적 자기효

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즉, 또래 멘토의 경우 프로그램 

전(평균 56.93, 표준편차 8.17)에 비해 프로그램후(평균 62.04, 

표준편차 8.69)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95% CI:3.96~6.25, 

p<.001), 학습부진자 및 자발적 참여자 또한 이와 같은 패턴

을 보였다. 특히 프로그램 후에는 학습부진자 (평균 57.27, 표

준편차 13.78) 및 자발적 참여자 (평균 57.82, 표준편차 8.28)

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크게 향상되어, 또래 멘토와 통계

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142).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은 

학습부진자 및 자발적 참여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세 집단 모두

에서 프로그램 전에 비해 프로그램 후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01). 즉, 또래 멘토의 경우 프로그램 

전(평균 13.39, 표준편차 3.11)에 비해 프로그램후(평균 17.57, 

표준편차 2.15)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95% CI:3.47~4.89, 

p<.001), 학습부진자 및 자발적 참여자 또한 이와 같은 패턴

을 보였다. 다만, 집단별 비교에 있어 프로그램 전 후 모두 

집단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를 요약하면, 본 프로그램은 모든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

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며 특히, 학습부진자 및 자발적 참

여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개선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4).

프로그램 전 후 대인관계 지지 평가

본 프로그램이 대인관계지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또래 멘토, 학습부진자 및 자발적 참여자 모두에서 프로그램 

전에 비해 프로그램 후 유형적 지지, 소속적 지지, 평가적 지

지, 그리고 자존감지지 영역 모두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

로 측정되었다(P<.001). 예를 들면, 유형적 지지의 경우 또래 

멘토는 프로그램 전(평균 46.96, 표준편차 7.01)에 비해 프로

그램후(평균 51.93, 표준편차 7.37)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95% CI:4.01~5.92, p=.001), 학습부진자 및 자발적 참여자 또

한 이와 같은 패턴을 보였다(각각 95% CI:10.66~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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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 in perceived social support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N=109)

Type Group
Mean±SD Matched 

difference

95% CI
p

Before After Lower Upper

Tangible help
Mentor 46.96±7.01 51.93±7.37 4.96(2.46) 4.01 5.92 <.001
Academic probation 35.77±11.33 48.83±13.85 13.07(6.46) 10.66 15.48 <.001
Voluntary participant 42.55±8.23 48.86±8.45 6.31(3.79) 5.25 7.38 <.001

Belonging
Mentor 40.36±7.67 45.71±7.08 5.36(3.51) 4.00 6.72 <.001
Academic probation 31.90±9.33 44.23±12.36 12.33(7.74) 9.44 15.23 <.001
Voluntary participant 39.00±8.30 45.71±8.67 6.71(4.13) 5.54 7.87 <.001

Appraisal
Mentor 45.43±5.93 50.46±5.66 5.04(2.37) 4.12 5.95 <.001
Academic probation 36.67±10.55 42.23±11.63 5.57(2.92) 4.48 6.66 <.001
Voluntary participant 42.12±8.47 47.24±8.20 5.12(2.48) 4.42 5.82 <.001

Self-esteem
Mentor 33.75±5.32 38.50±5.04 4.75(2.35) 3.84 5.66 <.001
Academic probation 27.43±7.56 32.73±8.62 5.30(2.52) 4.36 6.24 <.001
Voluntary participant 31.76±6.18 36.02±5.99 4.26(2.26) 3.62 4.89 <.001

<Table 6>  Factors influencing change in GPA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B s.e. β

(Constant) -.227 .445  -.509 .612
Group -.056 .063 -.063  -.894 .374
Major  .055 .024  .141  2.285 .025
Year -.073 .059 -.084 -1.240 .218
Gender -.079 .093 -.054  -.853 .396
A+ (no.)  .031 .030  .068  1.025 .308

General self-efficacy
Before -.027 .011 -.357 -2.559 .012
After  .030 .010  .416  3.061 .003

Social self-efficacy
Before  .024 .024  .093   .995 .323
After -.029 .027 -.100 -1.072 .287

Tangible help
Before
After

-.049
 .055

.014

.017
-.643
 .738

-3.441
 3.299

.001

.001

Belonging
Before
After

-.031
 .034

.014

.015
-.379
 .435

-2.148
 2.276

.034

.025

Appraisal
Before
After

 .015
-.032

.019

.020
 .182
-.397

  .795
-1.586

.429

.116

Self-esteem
Before 
After

 .014
-.006

.021

.021
 .124
-.057

  .639
 -.295

.525

.769

Adjusted R2=.638,  P<.001

p<.001, 95% CI:5.25~7.38, p=.001).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프로그램 전 학습부진자들은 유형

적지지, 소속적지지, 평가적지지 그리고 자존감지지 등 모든 

대인관계지지 영역에 있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프로그램 이후 유형적지지 및 소속적지지

가 타 집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평가적지지 및 자존감지지에 있어서는 학업부진자들이 프

로그램에 의해 자발참여자 수준까지 향상되었으나 또래 멘토

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므로 추후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평가적지지 및 자존감지지까지 증진시키는 방안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Table 5). 

성적 변화량에 영향하는 변수 분석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성적변화량에 영향하는 변수들을 확인

하고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속 (t=2.285, 

p=.025), 프로그램 전·후 일반적 자기효능감 (각각 t=-2.559, 

p=.012, t=3.061, p=.003), 프로그램 전·후 유형적지지 (각각 

t=-3.441, p=.001, t=3.299, p=.001), 프로그램 전·후 소속적지지 

(각각 t=-2.148, p=.034, t=2.276, p=.025) 등이 유의한 설명 변

수들로 확인되었다. 즉, 프로그램 전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유형적 지지가 적게 인식될 수록 성적 변화량이 증가하며, 프

로그램 후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유형적 

지지 및 소속적 지지가 증가할 수록 성적 변화량이 증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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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형의 설명력은 63.8% (수정된 

R2=.638)로 본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성적변화량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p<.001) (Table 6).

‘Anyone can achieve A+’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후기

본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Anyone can achieve A+’ 프로그램

에 참여하면서 평소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학업상의 문제들

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해결하는 시간이 되어 학업성취향상 

뿐만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과 대학생활 전반적인 만

족도가 향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프로그램 전 학습부진자의 경험

본 프로그램의 학습부진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 학업에 

대한 의욕 및 동기저하로 인해 학교생활에 전반적으로 흥미

를 가지지 못하는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못했다. ...

하고 싶은 것도 없었다. 그러니 당연히 하는 일에 대한 의욕

도 동기부여도 전혀 되지 않았다.’ 

‘여느 대학생들처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다. 게임을 좋

아하여 밤을 새는 일은 일상 다반사였다. 문제는 거기서 발생

했다. 밤새 즐기며 놀다가 강의를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과제

도, 시험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었다.’

‘1학기 때 너무 동아리 활동에만 치중한 나머지 학점이 좋

지 않았다. 성적표를 받고 나서야 대학 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학기에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는데...’

‘내가 대학교에 들어와 공부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출석률

이었다. 수업은 어느 정도 따라 갈 수 있었으나 성실성과 연

결되는 출석점수 때문에 번번이 F를 받곤 했다. 더 많은 자유

가 주어진 만큼 스스로를 다잡는 것이 힘이 들었다.’

‘좋은 성적만이 대학 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나쁜 성적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 나 역시 장학생이 되겠다는 큰 꿈을 갖

고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 목표와 다르게 대학 

생활은 마냥 재미있는 일들이 가득하고 너무 자유로워서 공

부는 뒷전이 되고 말았다..한꺼번에 밀려든 후회와 걱정거리

들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수업을 결석하고, 심지어 

시험을 치지 않은 과목도 있다. 마침내 1학기가 끝나고, F학

점이 수두룩한 것은 당연했다. 결국 학사 경고를 받았다.’

‘2011년은 나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를 안겨준 해이다. 1학

년 신입생을 한 해 더 하며 새로운 이들과의 만남에 힘이 들

었고, 군 입대를 언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2학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고민 또한 있었다. ..한 과목에서 실증을 느끼자 

다른 모든 과목도 자연스레 흥미가 떨어지고 결국엔 수업을 

나가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가고서는 전공을 선택한 것에 대

한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

● 또래 멘토 및 멘토링에 대한 인식과 경험

또래 멘티들은 과거 멘토링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

고 있었으나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링에 대해 긍정적 인식 전

환을 경험하며, 학습 및 대학생활에 동기가 부여되었음을 호

소하였다. 

‘처음에는 멘토가 있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나의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도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또래 멘

토를 만나보니 과제와 시험에 관해서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또래 멘토가 가지고 있던 필기 노트를 받아서 공부할 

수 있었고, 교수님들의 시험 출제 경향과 과제에 대한 가이드

를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은 또래 멘토의 경험에서 나온 직접

적인 조언이라 그런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봉사활동과 

학점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과 학교에서 장학금 또는 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또래 멘토로부터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

력이 되었다. 기대했던 학점보다 높은 학점도 받을 수 있었

고....’

‘나의 멘토는 억지로 강요한다던지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고, 

부정적인 생각에만 잠겨있었던 나를 조금씩 서서히 희망으로 

물들여 주었다. 늘 한발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었다. 학

교에서 주최하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고, 여기저

기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내 전공을 살릴 수 있

는 것들을 많이 알아봐 주었다.’

‘교수님이나 상담 전문가에게 성적 문제로 상담을 받으면 

정말 큰 죄를 지은 느낌일 것 같았다..나와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내 고민거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쉽게 털어

놓을 수 있었고,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어서 쓸데없는 소소한 

이야기도 하며 금방 친해졌다. 무엇보다 누군가 내 성적에 관

심을 갖고 있으며 성적 향상을 위해 진심어린 조언을 해 준

다는 점이 정신적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 프로그램으로 얻게 된 결실

본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참여자들은 학업성취도 향상의 

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자기관리능력 및 생활전반적인 자

신감 획득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성적은 크게 올랐다. 여전히 상위권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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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쁜 일이었다. 남들만큼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

겼다.’

‘이제 학사 경고 탈출이 아닌, 성적 우수 장학금이 내 목표

가 되었다. 성적이 올랐을 때의 성취감은 물론 성적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1학기와 같이 어리석은 짓은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대학 생활이 동아리 활동이나 노

는 것이 전부가 아닌 공부를 하면서도 즐거울 수 있구나 하

는 생각이 들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애착이 생겼고, 매사에 성

실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나에게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얻게 되었다.’

‘나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다른 학생에

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또래상담원을 해보고 싶은 마

음이 있다.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나도 또래 멘토로 활동하며 누군가

에게 힘이 되고 싶다. 나와 같은 이유로 학사 경고를 받은 사

람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해 성적 향상도 도움 받고 

새로운 좋은 친구도 얻길 바란다.’

‘내 스스로의 성격은 사람에게 거리를 두는 감이 많이 심한

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서 조금은 모두에게 소극적이나마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자신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조금은 

노력하려 발버둥 치는 내가 될 수 있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것에 긍정적일 수도, 그렇다고 모든 사람

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아니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

여 그 작은 용기나마 스스로 낼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쉽고 

간단하지만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다음번에는 나도 또래 멘토로 활동해 나와 같은 고민을 하

고 있는 친구들을 돕고 싶다.’ 

● 또래 멘토의 경험 

또래 멘토로서의 경험은 맞춤형 학습 스타일을 자기 주도

적으로 확립하는 기회 부여와 그로 인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과정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래들의 학업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장학금이나 높은 학업

성취도가 학교생활에서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를 활동기간동안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같은 과목을 듣는 또래는 같이 공부

하면서 성취도를 높여가고, 지난번에 수강하였던 과목의 자료

를 또래에게 주는 등의 학습 자료적인 면에서도 공부의 Tip

이나 핵심, 맥락 잡는 방법과 같은 것을 상담시간동안에 조언

해 주었다.’

‘시간이 흐르니, 리포트가 생겼다며 자료를 같이 찾아달라

고 먼저 말해왔고, 예상문제를 적으며 어떻게 나올 것 같으냐

고 물어왔다. 조금씩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뻤다. 고맙게도 

F를 아예 피한 멘티가 두 명이었고 F 교과목 수가 현저히 줄

어들었다. 정말 고마웠다. F가 나왔다 한들 그들이 보여준 노

력이 내내 고마웠는데 결과도 나아졌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

만 나왔다.’

‘봉사활동도 다니며 시간을 다 채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책

임감도 기를 수 있었다. 힘들다고 투덜대면서도 정해진 시간

을 다 해내는 모습이 멋있었다. 센터에서 지원해준 활동들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 웃고 얘기하기도 했다.’

‘네 명의 친구들은 이번 학기를 통해 성취감이라는 것을 맛

보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 가서 큰 목소리로 자랑할 만큼 특별하게 잘하지는 못

했다. 하지만 정말 은근히 잘되었다. 성공경험을 통한 자부심

이 생길만큼의 성취감은 이뤄내었다. 그 정도면 만족한다. 앞

으로 더 큰 성공경험을 통하여 점차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말이다.’

논    의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선택이 아

닌,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성공적인 대학생활

을 영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국 교육부 보고에 의하면, 대

학생들은 학비에 대한 걱정, 학업에 대한 준비 부족이나  학

습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반면, 

또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나 교과외 학생과 교직원 간의 

상호작용이 많을 때 중도 탈락이 줄어든다고 한다(Education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2010). 즉, 대학생들의 중도 탈

락을 예방하고 학업 성취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

지체계를 활용하여 이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멘토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크게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및 

심리지지 프로그램 등의 두 가지 유형으로 연구되어왔다. 즉, 

학습 및 학업의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멘티의 학업

능력의 증진하고자 하는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혹은 심리사회적인 영역에서 이들을 조력하고 지지하는 프로

그램에 대한 연구 등으로 나뉘는데 (Kim 등, 2010), 본 연구

에서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 즉 심리사회적 영역에서 

멘티를 지지하면서 이들의 학업 능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이수 후 학

업부진자들의 성적이 가장 큰 폭으로 향상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멘토링이 학습부진아의 학습 흥미와 관심을 높였다고 

보고한 연구 (Jung, 2005) 및 학습지원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

이 학습 효과를 증진시킨다는 보고 (Park, 2010)와 일치한다. 

한편,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습에 미치는 효과이외에도 자발

적 참여자들의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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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Rhodes, Reddy, Roffman & Grossman, 2005). 

Lee와 Bang (2011)은 자기효능감을 특정 상황을 처리하기 위

해 필요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대학생의 학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반 행동, 

예를 들면, 시험 스트레스의 극복 혹은 다양한 학습 장애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상통한다. Harvey와 Green 

(1993)은 멘토링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타 집단에 비해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며, 목표와 포부를 향한 높은 자신감

을 가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멘토 집단의 자기 효능감

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프로그램 역시 이들의 자기 효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자기 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가 낮으며, 학업성취도도 높다는 연구 결과 (Park, 

Bae & Jung, 2002)와 유사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학업 성취도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

감을 높여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였기에(Park 

& Kim, 2003) 자기효능감의 증진이 학업 성취도 개선에 주요

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

각하는 사람은 강한 집중력을 가짐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기효능감을 낮게 지각하는 사람은 장애를 

과장되게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등 지각된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져 자기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고 한다 (Kim, 

2000). Nam (2003)은 학업부진자들은 소극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학습태도로 인해 반복적으로 학업이 실패하게 되며, 그

로 인해 좌절감과 열등감,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개념 등이 형

성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마련될 경우 학업 성적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학업 수행능력 혹은 인지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

로, 다양한 중재를 통해 이를 조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학업부진자들의 자기효능감은 타 집단에 비

해 유의하게 낮았으나, 프로그램 후 모든 참여자들의 자기효

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학업부진자 

및 자발적 참여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멘토와 같은 수준

으로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다양한 학습 코칭 상

담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향상 및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

는 효과를 감안하면, 대학차원의 상담중재프로그램이 의무화 

및 제도화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학생들은 성장과정에서 타인과의 친밀한 대인관계

를 형성하는 주요한 발달과제를 안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친밀하고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

하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

하면 고립감과 공허감 등의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심

지어 무시되거나 거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된다. 이런 대인관계 부적응과 

정서적 문제가 점차 악화되고 장기화되면 정신건강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학업을 포함한 대학 생활 전반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 (DeBerard, Spielmans & Julka, 2004). 본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실시 전 학업부진자들은 유형적지지, 소속적지지, 

평가적지지 그리고 자존감지지 등 모든 대인관계지지 영역에 

있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Shin

과 Kim (2012)은 학업부진자를 위해서는 이들에게 알맞는 학

습방법을 터득하고 스스로 학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심리적, 물리적 지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

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중도탈락률이 감소하고 학업과 대학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후, 학업부진자들의 유형적 지지 및 소속적 지지는 타 집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평가적지지 및 자존감 지지 

또한, 프로그램 이수 후 대조군과 같은 수준으로 증진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집단상담 프로그램후 대학생들의 전반적

인 대인관계지지 평가가 향상되었다는 Kim (2008)의 보고와

도 일치한다. Muirhead와 Locker (2008)의 치과대학생들과 사

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학생

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면서 교사와 

부모의 지지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였다. 

DeBerard 등 (2004)은 대학 신입생에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

스 대처 기술 등이 부족한 경우 학업 성취도가 위험 수준에 

이르기 쉬우며, 사회적지지 정도가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는 

단독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각종 스트레

스로 인해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대학생을 보호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기에, 상담센터의 역할과 다양한 학생지지 활동들이 

사회적지지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고 주장하였다. Singh와 Dika

의 연구(2003)에서도 사회적 지지망 속에 있는 구성원들에 의

한 심리적, 학업적 지지가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참여

자들의 성적변화량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소속, 일반적 자기

효능감,  유형적지지, 소속적지지 등이 포함되었기에, 학업 성

취도 향상을 위한 각종 지지체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입

증되었다. Divaris 등(2008)은 이상적인 학업 환경이란 학생들

로 하여금 미래 전문 직업을 준비하도록 하고 개인의 발전, 

심리신체적 및 사회적 안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업내외적 

여러 조건들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성적변화량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소속, 일반적 자기효능감, 유형적지지, 소속적지지 

등이 포함되었기에,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

적인 지지체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단, 본 연

구 결과가 일 대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 학기 동

안에 집중된 프로그램에 기반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전국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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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결론 및 제언

대학생활에서 유래되는 다양한 정서적 문제들은 학업 성취

도 저하 및 각종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정서지원 및 학업 지원을 위한 또래 멘토

를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 일명 ‘Anyone can achieve A+’ 

프로그램이 학업 위기를 경험하는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자

기효능감 및 대인관계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또래 

멘토, 학습부진자, 그리고 자발적 참여자 등 연구 대상자 세 

집단의 학점 평점평균을 비교한 결과, 프로그램 전후 모두 또

래 멘토> 자발적 참여자>학습부진자 순으로 나타났다(P=.001). 

그러나 프로그램 전후 성적변화량을 측정한 결과, 학습부진자

의 평균성적변화량(0.96)이 타 집단(또래 멘토 -0.10, 자발적 

참여자 0.11)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1).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집단에 관계없이 모든 참여자들의 자기

효능감(p=.001) 및 대인관계지지(p=.001)가 유의하게 향상되었

으며, 특히 프로그램 후 학습부진자 및 대조군의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또래 멘토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대인관

계지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에 측정되었는 바, 프로그램 

전에는 학습부진자가 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나, 프

로그램 후 유형적지지, 소속적지지, 평가적지지 등의 영역에

서 타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프로그램 참

여자들의 성적변화량을 설명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들의 소속(p=.025), 프로그램 전·

후 일반적 자기효능감(각각 p=.012, p=.003), 프로그램 전·후 

유형적지지(각 p<.001), 프로그램 전·후 소속적지지(각각 

p=.034, p=.025) 등이 유의한 설명 변수들로 확인되었다. 이러

한 모형의 설명력은 63.8% 로 측정되었다 (p<.001). 

본 프로그램의 참여자 중 학습부진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

하면서 학업성취도 향상의 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자기관

리능력 및 생활전반적인 자신감 획득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또래 멘토들은 프로그램 과정을 경험하면서 멘토링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과 함께 또래 멘토 본인들에게도 자신

감과 동기부여 등의 효과를 경험했으며 또래 멘토로서의 경

험은 맞춤형 학습 스타일을 자기 주도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기회 부여와 그로 인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과정이었음

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자들은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지지를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둔 멘토링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자를 비

롯한 멘티의 학업성적 향상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단, 

본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혹은 대인관계지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작을 통해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이 

성적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 역시 확인할 수 없었기에, 

추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개념들과 성적 변화량 간의 관련성

이 규명되기를 바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질

적 분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참여자들의 인식과 경

험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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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 Analysis of a Peer Mentor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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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re are a number of issues that can prevent students from obtaining a college degree. Our aim is to 
support academic probation students to improve their grades through a peer mentoring program. Method: 29 
students as peer mentors were enrolled to provide support for 35 academic probation students and 51 as control. 
Al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4 month-long program including mentoring twice a week and out of campus 
activitie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in the participants' GPA, a self-efficacy scale and an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were given to them before, as well as after the program. Using the SPSS/PC 
program, Chi-square test, paired t-test, ANOVA and lineal regression were applied. Results: All subjects 
significantly improved their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after the program (P<.001). The 
largest change in GPA after the program was shown in academic probation group (P<.001). Group, general 
self-efficacy, tangible help, belonging all were put into a regression model explaining the change in their GPA 
after the program (modified R squre is 69.5%, P<.05). Conclusion: A mentoring program, which aims to enhance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support, can provide positive influences for a college student who needs a little 
extra attention from a peer.

Key words : Peer mentor, Academic probation, GPA, Self-efficacy, Interperson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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