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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리더십역량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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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학생활 응도 향상  리더십 역량 증진을 한 멘토링 로그램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멘토링 로그램은 멘토링의 기능을 기반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반 하여 

총 9회기로 구성되었다. 로그램 효과를 평가하기 해서 비동등성 조군 후 유사 실험설계 연구를 진행하 으며, 2014
년 3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로그램의 용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실험군은 멘티20명(1,2학년) , 멘토 20명(3, 4학
년)으로 로그램 실시 , 후에 사 , 사후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멘티 실험군은 멘티 조군에 비해 학생활 
응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멘토 실험군의 사후 리더십 수는 사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 멘토 실험군과 
조군의 사후-사  수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간호 학생의 학생활 응도를 향상시키고 리더십 역량

을 증진시키기 한 멘토링 로그램 개발은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며 리더십 역량을 더욱 증진 시킬 수 있는 로그

램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mentoring program designed to assist nursing 
students adjust to life in college and strengthen their leadership abilities. The mentoring program consisted of nine 
sessions including information on basic mentorship functions, as well as the results of similar previous studies. This 
was a quasi-experimental study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 in order to evaluate the 
results of this program. Mentoring and data collection were performed from March 3 to May 30, 2014.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nts included 20 mentee students (in grades 1 and 2), and 20 mentors (in grades 3 and 
4). Both pre and post tests were administered before and after the mentoring program. The score for "adjust to life 
in college" was mo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mentee student experimental group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Similarly, the post test score for "leadership" was more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the pre test score in the 
mentor student experimental group. Howeve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for the post-pre test 
"leadership" score between the mentor student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mentor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o adjust to life in college, as well as to 
strengthen their leadership abilities, and the program needs more developed contents for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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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정부는 간호인력 부족 책으로 2008년부터 간호학
과를 신설하 고, 입학정원을 증원하 다[1]. 이로 인해 
간호 학생의 숫자는 2000년 11,053명에서 2012년 
53,313명(정원 내 제  학생 수)으로 격히 증가하 다

[2]. 갑작스러운 간호학과의 양 팽창으로 인해 야기될 

문제에 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이러한 시  

흐름을 반 하듯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지원 동기 

역시 흥미나 성을 고려한 학생의 비율보다는 취업의 

용이함이나 부모, 교사의 권유에 의해 지원한 학생이 매
우 많은 실정이다[3,4]. 그러나 간호학과는 이론과 실습
교육이 병행되며, 특히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반
드시 이수해야하는 등의 뚜렷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학
과의 특성, 입학 동기  목 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학하는 이 학생활 응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간
호학생이 도탈락하게 되는 원인  하나가 된다는 연

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5,6]. 따라서 간호학과 학생
들을 육성하여 역량 있는 간호사로 배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간호교육기 은 학생들의 학생활 응을 해서 

충분한 책을 마련하고 고민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 다. 
간호학과의 양  팽창이 지속되는 한편에서는 간호교

육의 질  성장을 리하고, 간호학생의 성과를 지원하
기 해 간호교육인증평가가 실시되고 있다[7]. 교육부
가 인정기 으로 지정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교

육인증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운 , 교육여건, 교육성과 
등이 국가, 사회, 간호 문직의 요구 수 에 부합하는지

의 여부를 단하고 공식 으로 확인하여 인증하고 있다

[7]. 이에 간호교육기 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

하는 학습 성과를 기반으로 학과의 교육목   목표에 

부합한 자체  학습 성과와 연계하여 이론  실습을 체

계 으로 구성하여야하며, 지속 인 질 개선을 하여야 

한다[7]. 재 진행 인 2주기 인증평가는 학습 성과 기
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성과 달성 여부와 정도에 

해 학과와 학이 어떤 지원을 하고 리하는가를 평

가의 주요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7]. 그러나 최근 학
습 성과 련 연구에서 간호 학생들은 학습 성과의 

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성취도가 요성 인식도 

보다는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면서[8] 실제 으로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 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시 하게 두되고 있다. 특히 로그램 학습 
성과  리더십의 경우 기본 인 지식과 가치 을 간호 

리학 교과목에서 제공하고 있으나[9] 리더십은 ‘발휘’
의 수 까지 요구되는 학습 성과이므로 교과과정의 학습

만으로 역량을 증진시키기에 다소 제한 이다. 뿐만 아
니라 임상 장에서는 간호 리자 뿐 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리더십을 갖추기 바라고 있으며, 각 직종별 혹
은 직 별로 각자의 치에서 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업무 역량과 조직 활성화를 해 필수 인 사항이

므로[10] 리더십 역량을 증진시키고 학습 성과를 달성하
기 해서는 교과 과정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 외 

로그램의 개발과 운 을 통한 구체 인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안  하나로 기업과 학생에게 용하여 

정 인 효과를 나타내는 멘토링 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 멘토링은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연장자가 동료
나 후배에게 조직생활에서 터득한 경험을 해주고 상담

과 조언을 통해 심리  안정감을 갖게 하는 과정이다

[11]. 경험과 지식이 은 개인(멘티)과 좀 더 경험과 지
식이 있는 개인(멘토)간의 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멘토
링의 기능은 경력개발기능(career function), 심리사회
기능(psychosocial function), 역할모형 기능(role modeling 
function) 세 가지로 이러한 멘토링의 기능을 통해 멘티
와 멘토 간에 상호 정 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간호 학생에게 멘토링 

로그램을 용하여 멘티의 학생활 응, 자아존 감

과 진로정체감이 상승되는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3,4], 소기업 종사원을 상으로 멘토링을 용한 연

구에서는 멘토의 리더십 역시 향상된다는 결과를 나타내

었다[12].
간호교육기 은 재 양 팽창을 거스를 수 없는 시

 상황에 한 처, 문직 교육기 으로서 질  성

과 평가라는 요한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있다. 간호교
육기 은 양 으로 늘어난 입학생을 해서 학생활

응과 련된 효과 인 책을 강구해야 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학습 성과 성취도가 제한 인 리더십 역량의 성

취도를 증진시키기 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므

로 하나의 로그램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효율  안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
생에게 학생활 응과 리더십역량 증진을 한 멘토링 

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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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의 학생활 응도를 향

상시키고 리더십 역량을 증진시키기 한 멘토링 로그

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멘토링 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멘토링 로그램이 멘티의 학생활 응, 멘토

의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멘토링 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한 연구의 가

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멘토링 로그램에 참여한 멘티 실험군은 참

여하지 않은 멘티 조군 보다 학생활 응 수가 높

을 것이다.
가설2. 멘토링 로그램에 참여한 멘토 실험군은 참

여하지 않은 멘토 조군보다 리더십 수가 높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발

멘토링이란 삶이나 경력에 도움을 주고받는 멘토와 

멘티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인 계를 의미한다[11]. 
Noe[11]는 멘토링의 기능으로 경력개발기능과 심리사회
기능, 이 두 가지 요한 요소를 표 으로 보고 있으

나, Burke[13]와 Scandura[14]는 멘토가 수행하는 기능
을 경력개발기능(career function), 심리사회 기능

(psychosocial function), 역할모형 기능(role modeling 
function) 세 가지로 구분하 다. 
경력개발기능은 멘토링에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멘토

와 멘티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게 해주고 학습능력 향상 는 개인계발을 

한 경력발 을 도와주는 기능이다. 심리사회  기능은 

멘토와 멘티가 멘토링 로그램을 수행하는 조직에서 심

리 인 안정감을 갖게 하고, 개인 인 고민을 카운슬링

하고 학습 이외에 비공식 으로 서로에게 친 도를 높여 

자신감을 갖고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동기화를 부

여하고 진하는 기능이다. 역할모형 기능은 조직 내에
서 업무를 수행할 때 멘토는 멘토로서 바람직한 행동과 

태도, 가치  등을 해주고 멘티는 이러한 멘토를 닮아 

가는 것이다[13,14]. 선행 연구에서는 심리사회  기능

의 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결과와[15] 경력 련기능과 

역할모형 기능이 클수록 학과 응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16].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반 하여 세 

가지의 기능을 기 로 한 멘토링 로그램을 개발하 다. 
멘토링 로그램 효과에 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내용을 구성하 다. 로그램의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제
시된 멘토 오리엔테이션, 로그램 소개, 학교생활상담, 
공 응 노하우  임상실습 경험나 기, 평가의 내용
을 포함하며[3,4] 추가 으로 멘토, 멘티 모두에게 공통
으로 용되는 특강을 3차례 도입하 다. 학습성과 기반
의 교육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 에서 학과 응에 필

수 인 요소라고 여겨지는 본교의 교육목표  교육과

정, 로그램 학습성과를 소개하는 특강을 4회기에 진행
하 고, 역할모형 기능을 강화하고 졸업생과 재학생의 
연계체계 구축을 해 모교 졸업생  5년차 이상의 
문가 선배 간호사를 빙하여 임상 장 근무와 간호사로

서의 삶에 한 특강을 7, 8회기에 시행하 다. 4, 7, 8회
기에는 특강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멘토

링 그룹이 다시 모여 특강을 듣고 난 후 성찰과 반 의 

과정을 거치며 멘토와 멘티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 다. 학생의 멘토링 로그램의 운 은 지원체

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17]를 반 하

여 졸업생과 재학생의 연계체계 구축, 교육 문가 특강 

등의 지원체제를 극 으로 도입하여 로그램 내용을 

구성하 다. 로그램의 내용과 멘토링 기능과의 계는 
Table 1과 같다. 
선행 연구에 기반을 두어 작성된 멘토링 로그램은 

간호학과 교수 2인, 교육학 박사 1인의 로그램에 한 
평가를 받아 수정․보완하 다. 로그램의 운 기간은 

선행연구에서 8-16회기로 진행되어[3,4] 학기  운 을 

고려하고, 멘토를 상으로 한 멘토 오리엔테이션 교육 
1회기를 포함한 9회기이며, 1회당 120분으로 정하 다. 
학교의 임상실습이 2학년 겨울방학부터 시작되므로 임
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이 멘토(20명)가 되고 임상
실습을 경험하기 이 인 1, 2학년이 멘티(20명)가 되어 
1, 2, 3, 4학년 각 1명씩 한 으로 구성하여 멘토링 
로그램을 진행하 다. 

2.2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단계

2.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학생활 응도를 향상시키

고 리더십 역량을 증진시키기 한 멘토링 로그램 개

발연구와 그 효과 검증을 한 비동등성 조군 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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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이다. 학생활 

응에 한 효과는 멘티 실험군, 조군에게 측정하

고, 리더십에 한 효과는 멘토 실험군, 조군에게 측정
하 다.  

2.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K도 소재의 K 학 간호학과 재학생  연

구의 목 과 차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1학년 20명, 2학
년 20명, 3학년 20명, 4학년 20명씩 총 80명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 시 필요한 상자 수
는 G power 3.0 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  .05, 검
정력 80%, 효과크기 0.8로 산출 시 필요한 표본수가 각 
집단에 13명으로 제시되어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 다. 
본 학과는  학년이 50명 이하의 학생으로 분반되어 

있으므로 반별로 학생들의 수업 시간표가 다르게 구성되

어 있다. 특히 3, 4 학년 교육과정은 8주 이론수업과 8주 
임상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별로 교 로 운 된

다. 임상실습과정은 국 각처의 임상 장으로 분포하여 

진행되므로 각 반 별로 수업시간표  생활 반경이 다르

다. 따라서 실험군과 조군은 각각 수업  생활 역이 

분리된 학생으로 구성하여 확산 효과의 방지를 고려하

다. 그러나 학교라는 환경과 상황에서 실 으로 확산

의 효과를 완 히 배제하기 어려운 제한 이 있다. 
멘토링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각 학년별로 10

명씩 체 40명(10 )이며, 멘토링 로그램의 운  시 

한 의 구성원은 각 학년 별로 1명씩, 총 4명이었다. 임
상실습의 경험을 기 으로 하여 경험이 있는 3, 4학년 
학생들이  내에서 멘토가 되고, 아직 경험하기 인 1, 
2학년 학생들이 멘티가 되어 로그램을 진행하 다. 따
라서 멘토 실험군 20명, 멘티 실험군 20명으로 구성되었
다. 조군은 각 학년별로 10명 씩, 총 40명이며 멘토링 
로그램 신 일반 상담을 제공하 다.  
본 연구를 하여 연구자는 상자에게 연구목 과 

방법  기간에 하여 설명하 고 연구 진행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상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
에 자필 서명하는 차를 거쳐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

고자 노력하 다. 
   

2.3 연구도구

1) 학생활 응: 학생활 응이란 학생들이 

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인 계  정

서  측면에서 학생활의 요구에 처하는 과정과 련

된 상이며[18],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yk이 개발한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19]
를 연세 학교 학생 상담소에서 번안한 도구 총 25문항
을 이용하여 멘티 실험군, 조군에게 실험 , 후 측정
하 다. Likert 5  척도로서 수가 높을수록 학생활 

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박 태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ɑ= .82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ɑ= .83이 다. 

2) 리더십: 리더십이란 집단의 목표나 내부 구조의 유
지를 하여 조직의 구성원이 자발 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이다[21]. 본 
연구에서 정회욱 등[22]의 지도력(leadership)으로 측정
된 수를 의미하며 멘토 실험군, 조군에게 실험 , 
후 측정하 다. 본 도구는 목표달성능력, 재창조 능력, 
통솔력, 인간 계 능력,  목표의식의 5개 구성요인과 
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  척도로서 

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회욱 등
[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가 Cronbach`s ɑ= .87 이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ɑ= .82 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로 산출하 다. 둘째, 두 그룹의 사  

동질성 검정을 해 χ2,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
다. 셋째, 가설검증에 한 분석을 해 재 후 실험군
과 조군의 종속변수들의 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서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 으며, 실험군의 재 
, 후 학생활 응, 리더십의 차이 검증을 해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시행하 다. 넷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3.1.1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본 연구 분석에 이용된 상자의 숫자는 총 8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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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category contents function
1 Mentor Orientation Explain the metoring function and mentor`s attitude Orientation
2 Introduction to program Welcome ceremony(meet and greet) Opening
3 Adjust to life in college School places introduction and counseling adjust to college life with mento Psychosocial

4 Adjust to life in college Lecture: The educational goal and program outcome of this college of nursing 
by professor Psychosocial

5 Orientation the department Counseling about the nursing school life for mentee by mentor Career
6 Adjust to clinical practice Counseling about clinical field practice for mentee by mentor Career
7 Adjust to the job Lecture: The nurse`s life & work(by the nurse who graduates this college)Ⅰ Role modeling
8 Adjust to the job Lecture: The nurse`s life & work(with the nurse who graduates this college) Ⅱ Role modeling
9 Evaluation Reflection of the activity through mentoring program Closing

Table 1. Mentoring program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Mentee 
Exp.(n=20)

Mentee 
Cont.(n=20) χ

2 p Mento 
Exp.(n=20)

Mento 
Cont.(n=20) χ

2 p

Gender
Male 14(17.5%) 3(15%) 5(25%)

.539*
4(20%) 2(10%)

1.00*
Female 66(82.5%) 17(85%) 15(75%) 16(80%) 18(90%)

Birth order
First 45(56.2%) 9(45%) 10(50%)

1.00*
15(75%) 11(55%)

3.69 .157Second 34(42.5%) 11(55%) 10(50%) 5(25%) 8(40%)
Third 1(1.3%) - - - 1(5%)

Motivation of 
entering the 

college 

Aptitude 17(21.2%) 4(20%) 7(35%)

9.07 .910

3(15%) 3(15%)

16.952 .151

Grade 4(5%) 1(5%) 1(5%) 1(5%) 1(5%)
Parents 
thought 19(23.8%) 3(15%) 3(15%) 6(30%) 7(35%)

Employment 35(43.8%) 10(50%) 8(40%) 10(50%) 7(35%)
etc. 5(6.2%) 2(10%) 1(5%) 0 2(10%)

presence of the 
nurse in your 

family

Yes 11(13.8%) 4(20%) 3(15%)
.88 .348

2(10%) 2(10%)
1.00*

No 69(86.2%) 16(80%) 17(85%) 18(90%) 18(90%)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80)

adaptation 
to college

Mentee group pre test

leadership

Mento group pre test
Exp.(n=20) 
Mean±SD

Cont.(n=20)
Mean±SD U p Exp.(n=20) 

M±SD
Cont.(n=20)

M±SD U p

3.39±0.48 3.30±0.58 189.5 .776 3.56±0.44 3.62±0.30 176.5 .524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of the participants                                  (N=80)

adaptation to college Mentee Exp.(n=20) M±SD Mentee Cont.(n=20) M±SD Z p U p
pre 3.39±0.48 3.30±0.58

-2.165 .030 110 .015post 3.71±0.31 3.34±0.48
post-pre differences 0.32±0.52 0.04±0.77

leadership Mento Exp.(n=20)M±SD Mento Cont.(n=20) M±SD Z p U p
pre 3.56±0.44 3.62±0.30

-2.577 .010 156.5 .239post 3.94±0.51 3.77±0.27
post-pre differences 0.38±0.62 0.15±0.47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Comparison of score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for Participants                            (N=80)

실험군 40명(멘티20명, 멘토 20명), 조군 40명(멘티 
20명, 멘토 20명)이었다. 상자의 제 특성인 성별, 형제
계, 진학동기, 가족  간호사 유무에 해 두 군의 동

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어 실험군과 조군은 동질한 군임을 확인하 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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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로그램 실시  멘티 실험군과 멘티 조군의 학

생활 응, 멘토 실험군과 멘토 조군의 리더십에 한 
동질성 검정을 Mann-Whitney test를 통해 실시한 결과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실험군과 조군은 동질

한 군임을 확인하 다[Table 3]. 

3.2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로그램의 효과검증을 해 필요한 상자 수는 충

족하 으나 정규분포를 이루지 못해 비모수 통계방법을 

사용하 으며 가설검정결과는 Table 4와 같다.

1) 가설1. 멘토링 로그램에 참여한 멘티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멘티 조군 보다 학생활 응 수가 

높을 것이다.
멘티 실험군은 학생활 응 수가 재 후 0.32  

증가하 고, 멘티 조군은 0.04  증가하 으며 두 집

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U=110, 
p=.015). 멘티 실험군은 학생활 응 수가 재  
3.39 , 재 후 3.71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2.165, p=.030). 이로써 가설1은 지지되었다. 

2) 가설2. 멘토링 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실험군은 참
여하지 않은 멘토 조군보다 리더십 수가 높을 것이

다. 
멘토 실험군은 리더십 수가 재 후 0.38  증가하

고, 멘토 조군은 0.15  증가하 으며 두 집단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U=156.5, p=.239). 이
로써 가설2는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멘토 실험군은 
리더십 수가 재  3.56 , 재 후 3.94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2.577, p=.010).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학생활 응과 리

더십역량 증진을 한 멘토링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

하여 학생활 응, 리더십의 변화정도를 악하여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시도되었다. 
첫째, 본 멘토링 로그램은 멘토링 기능인 경력기능, 

역할모형, 심리사회  기능에 기반 하 고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활용하여 총 9회기의 로그램으로 구성하
다. 멘토링 로그램을 통한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자
아정체감의 향상 효과를 보고하며 심리사회  기능의 

요성이 강조하는 연구결과와[4,15,23] 경력 련기능과 

역할모형 기능이 클수록 학과 응도가 향상된다는 결과

[16]등을 활용하여 2회기씩 세 가지의 기능을 모두 포함
하는 로그램을 개발하 다. 

학에서 멘토링 모형을 용할 때 진로지도형과 학

습지도형의 멘토링으로 나뉠 수 있으며[17], 특히 진로
지도형 멘토링에서 멘토는 체계 인 지원체제가 이루어

질 때 멘토로서의 자질, 조력자로서의 능력, 리더십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멘티는 학생활 설계, 진로  취
업목표 설정, 다양한 정보획득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다고 하 다[17]. 더욱이 간호 학생을 상으로 멘토링 

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이미 진로가 간호직종으로 어

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므로 멘토의 보다 구체 인 진로

에 한 조언과, 멘토가 경험한 실습 장 업무의 형태, 
장 문화 등에 한 멘티의 정보 획득이 이루어지므로 

학생활 설계에 한 구체 이며 실제 인 멘토링이 이

루어진다고 여겨진다. 
한 본 로그램은 학생의 진로 지도형 모형의 지

원체제의 요성을 강조한 연구결과를 반 하여 정보교

류의 장을 형성하고, 졸업생과 재학생의 연계체제를 구
축하며, 교육 문가의 특강 등의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멘토링의 기능인 경력기능, 역할모형, 심리사회  기능

을 골고루 용하여 멘토의 리더십과 멘티의 학생활 

응에 정 인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원체제를 부 반 하지는 

못하 으므로 활동비, 워크 , 멘토링 용 시설 등의 학
교 차원의 폭 인 지원이 여 히 필요하다고 여겨진

다. 
둘째, 멘토링 로그램 용 후 멘티 간호 학생의 

학생활 응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이는 멘토링 
로그램이 학과 응에 정 인 효과가 있다는 선행 연

구의 결과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3,4,24-26]. 간호 학

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멘토링은 기존 구성원으

로서 멘토(선배)가 조직에 진입하는 멘티(후배)들에게 
학과  공 내에서 정 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후배

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령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며 멘토가 학과  공 내에서 개발 

는 경력 발 을 해 미리 비하도록 도와주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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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멘티(후배)들의 지 , 교육  성장을 한 과정에 능

동 으로 참여하는 학과 응도가 증 됨을 나타내는 결

과를 보고 하 다[3]. 정명화 등 [25]은 교수, 선배 혹은 
친구들과의 사회  계 형성을 통해 공학과 수행에 

한 정보, 학과와 연계된 정보 등의 도구 인 지지를 받

아 학과 응에 정 인 향을  수 있다고 하 고, 유
아교육과 신입생을 상으로 한 서혜정 등[26]의 연구에
서는 지도교수와의 상담 보다 선배와의 멘토링이 학과

응에 더욱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멘토링의 기능에 기반 하 을 뿐만 아니라 간호학과 특

성에 맞게 교수, 졸업 간호사의 특강 등의 내용이 추가로 
구성된 본 로그램은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

지로 학생활 응에 정 인 향을 주고 있으며, 양
으로 성장 인 간호 학생의 학생활 응에 기여

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멘토링 로그램 후 멘토 간호 학생의 리더십 

수가 집단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못했지만 실험

군에서 재  후에는 유의한 수 증가가 있었다. 이는 
기업의 직원을 상으로 연구 개발 조직에서의 멘토링 

로그램이 멘토의 리더십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친 

결과와[27] 컨벤션 담부서 직원을 상으로 용한 멘
토링 로그램이 리더십 이론에서 생된 셀 리더십에 

정(+)의 향을 미치며[28] 멘토링을 통한 멘토의 리더
십  통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셀 리더십이 강화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12]를 지지한다. 임상 장에서
는 과거보다 더욱 리더십이 요시 되는 상황으로 변

하고 있으나 재 간호 학생이 스스로 느끼기에는 성취

도가 낮다고 여겨지는 역량  하나이므로[8] 리더십 역
량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멘토링과 같은 효과 인 로

그램의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집단 
간에 통계가 유의하지 못하다는 에서 볼 때 리더십은 

한 가지 로그램만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단히 

큰 역량이므로 앞으로 리더십을 증진시키기 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된

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학생활 응도를 

향상시키고 리더십 역량을 증진시키기 한 멘토링 로

그램 개발하고 그 효과 검증하기 해 시행되었다. 본 연

구의 멘토링 로그램은 멘토링의 기능을 기반으로 선행

연구 결과를 반 하여 총 9회기로 구성되었다. 로그램 
효과를 평가하기 해서 비동등성 조군 후 유사 실

험설계 연구를 진행하 으며, 2014년 3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로그램의 용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실험군은 멘티 20명, 멘토 20명으로 로그램 실시 에 
사  조사를 실시하 으며, 총 9회기의 로그램 용 
후 사후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램에 참여한 멘티 실험군은 멘

티 조군에 비해 학생활 응 수가 유의하게 증가

하 다. 멘토 실험군의 리더십 수는 멘토 조군에 비
해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멘토 실
험군에서 사  보다 사후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

상을 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교 장에서 
용된 로그램으로서 실험의 확산 효과를 완 히 배제

할 수 없는 연구의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

에서 개발된 멘토링 로그램을 용하여 시간 추이별로 

학생활 응과 리더십의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멘토링 로그램의 사후 효과는 검증 되었으나 정 인 

효과의 지속성 정도를 악한다면 로그램의 효과를 더

욱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멘
토링 로그램이 효율 으로 진행되기 해서는 학교차

원의 폭 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멘토링 로그램이 효율 으로 진행되기 해서는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고 하 으며 본 연구에서 이를 반 하여 

멘티의 수  축소, 교육 문가 특강, 졸업생과 재학생의 
연계체제 구축, 정보교류의 장 형성 등의 지원을 하 으

나 활동비, 워크 , 멘토링 용 시설 지원 등에서는 학
교 차원의 폭 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
째, 리더십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근이 추가된 멘토링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리더
십의 다양한 하  요소와 련요인을 고려하여 추후 보

완한 멘토링 로그램을 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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