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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식 기반의 현대사회는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

해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가

진 인재를 필요로 한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과 

같은 고등 교육기관에서는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시대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꾸준히 제안하고 있다.

21세기 이전에 행해진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특정 

지식의 전달 및 습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현세대의 교육은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하며 나아가

서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의 교육 방식 및 커

리큘럼은 개인의 사고 기능에 대한 성장과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목표로 재구성되는 추세이다[1].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고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융합형 프로젝트가 활

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교육기관은 현업에서의 요구

에 상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쟁력

을 갖추기 위해 실효성이 검증되었거나 해당 기관의 

실정에 부합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2]. 이러한 방

법 중 대표적인 것이 멘토링 활동 및 프로그램이다.

멘토링 프로그램[3]은 현재 여러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 교육 방법으로 20세기에 들어 조명받기 시작하

였다. 20세기 초의 미국은 산업발전에 따른 사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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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됨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멘토링 사업[4]을 민간 차원에서부터 확대해나갔다.

멘토링 사업은 각 분야의 유능한 지식인 및 선구자들

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민간인들을 적극적으

로 양성하면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으며, 향후 여러 형태의 멘토링 활동이 활발하게 

지속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현재 멘토링 프로그

램은 범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국내 교육 

분야에서도 한이음과 한국장학재단을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멘토링이라는 방법론으로부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멘토

링 활동을 주관하고 시행하여 멘토링 성공 사례가 

배출되기까지는 많은 자원과 비용이 요구된다. 먼저,

멘토링을 기획하려면 멘토링의 목표, 멘토 특성, 멘

티 특성과 같은 세부사항을 조사 및 수집해야 하며 

전자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초기비용

이 발생한다. 또한, 시범적으로 완성된 멘토링 프로

세스를 검증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

어야 하며, 그에 따른 검증 기간이 소요된다. 마지막

으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멘토링 활동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활동을 통해 혜택을 받은 멘티들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멘토링이 끝난 이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 학기동안 학부수업을 통해 멘토

링을 경험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수행 경험에 관하여 설문조사 한 결과에 근거하여,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 모델을 DEVS(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형식론[5]을 이용하여 설계 

및 제안하고자 한다. DEVS는 사건의 발생에 따라 

상태가 변하는 관점에서 시스템을 명세하여 모델화 

한 것으로, 대규모 시스템 혹은 복잡도가 높은 프로

세스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론이다. 제안하는 모델은 

소규모 멘토링 주최자 혹은 신규 멘토링 기획자에게 

기본적인 멘토링 프로세스의 설계 방향과 시스템 구

성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

구와 배경이론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멘토링 프로세스를 연구한다. 4장에서는 여러 

가지 멘토링 프로세스 사례를 수집하며 5장에서는 

멘토링 프로세스와 사업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를 수립한다. 이어서 6장에서

는 모델 설계를 위해 UML을 이용한 사용 사례 모델

링을 하고 7장에서는 DEVS 형식론 기반의 멘토링 

프로세스 모델을 설계한다. 8장에서는 설계한 멘토

링 프로세스 모델을 적용 및 평가하며 9장에서는 결

론을 논한다.

2. 관련연구 및 배경이론

2.1 DEVS 형식론을 이용한 모델링

DEVS 형식론은 연속 시간의 경과 혹은 실세계 

시스템을 이산사건의 집합 혹은 이산사건 시스템으

로 표현하기 위한 모델링 형식론으로, 시스템이 갖는 

구조와 특성을 정의하여 계층적이고 모듈화 된 형태

로 표현한다. 시스템 혹은 프로세스를 설계하고자 하

는 관점으로 모델링하기 위하여 원자모델과 결합모

델을 사용하는데, 원자모델은 최소단위의 컴포넌트

이며 결합모델은 원자모델 혹은 결합모델의 집합체

이다. Table 1은 DEVS 형식론의 기본 모델 즉, 원자 

모델에 대한 집합과 함수로서 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명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DEVS 형식론을 

이용하여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모든 요

소를 정의하고 멘토링 시스템 구성을 위한 모델을 

설계한다.

2.2 Murray의 멘토링 프로세스

멘토링 프로세스란 멘토링 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

해 멘토링 그룹이 도달하고자 하는 일정 수준의 목표

를 향해 멘토링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조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6]. Murray

는 어떠한 멘토링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한 전문적인 조언, 도구, 사례 등을 고안해 냄으로써 

멘토링이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되었을 때 

Table 1. Elements of DEVS Atomic Model

Mark Meaning

 the set of input events

 the set of output events

 the set of sequential states

  the internal transition function

  the external transition function

 the output function

 the time advanc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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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 효과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Murray가 제시한 프로세스를 바탕

으로 하여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 모델을 설계한다.

3. 설문조사를 통한 멘토링 프로세스 연구

본 연구에서는 Murray의 멘토링 프로세스를 국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멘토링 활동의 실정에 맞게 절

충 및 보완하여 새로운 프로세스 모델을 설계 및 제

안하고자 하는 바, 조 단위의 활동이 요구되는 교양 

과목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걸쳐 Mur-

ray의 프로세스에 따른 멘토링 활동을 수행하게 한 

후에 학기 전체에 걸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업

에서의 Murray 프로세스 적용 세부사항은 Table 2

와 같다.

본 설문조사는 2015학년도 1학기 성균관대학교에

서 진행된 학부수업인 ‘과학기술 글쓰기’ 및 동 학기 

성결대학교에서 진행된 ‘기초 글쓰기’ 과목의 수강생 

및 실습 조교를 대상으로 학기 전체에 걸쳐 주제 별

로 총 2회 실시하였으며, 2개 학교 3개 분반의 수강생 

113명과 대학원생 28명으로부터 설문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수강생의 학년비율을 보면 전체 113명 중 1

학년 104명(92.0%), 2학년 2명(1.8%), 3학년 6명(5.3

%), 4학년 1명 (0.9%)으로 1학년이 전체의 약 9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설문의 내용은 멘토링 필수 

프로세스와 Murray 프로세스의 보완점이며 각 설문

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멘토링 필수 프로세스

Murray의 프로세스에 따라 한 학기동안 조별 단

위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들을 대상으

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은 5점 척도로 총 14문항

으로 작성하였으며, 응답자 식별정보(1문항), Mur-

ray의 각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도(12문항), 기타 의

견(1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의 내용은 Mur-

ray의 기본 멘토링 프로세스를 수행한 경험에 의거

하여 각 프로세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었다.

설문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내었으며 표에서 

‘멘토’와 ‘멘티’는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세

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물었다. 설문결

과에 따르면 멘토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프로세스 중

요도 중 상위 3개를 차지한 것은 ‘Establishing Goals’,

‘Agreement’, ‘Making Plans’ 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

온 이유는 응답자들이 작성한 기타 의견을 통해 알 

수 있는데, ‘Establishing Goals’ 혹은 ‘Making Plans’

를 제일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작성한 응답자들은 

“멘티들의 목표가 뚜렷할수록 가르치거나 조언한 부

Fig. 1. Murray’s Mentoring Process.

Table 2. Mentoring Activities based on Murray’s Process

Process Details

Prediagnosis perform the assessment on scientific technique writing

Grouping according to the result of assessment, organize all groups

Promotion select postgraduates and graduate students as mentors

Establishing Goals establish goals which each group wants

Matching assign mentors to the each group

Orientation group members introduce each other

Monitoring submit an interim report to the professor

Evaluation interim evaluation, regular evaluation, final evaluation

Agreement make obligation and rules

Making Plans make plan for overall mentor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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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더 확실하게 반영된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

었다. 한편, ‘Agreement’가 제일 중요하다고 작성한 

응답자들은 “상호 간에 의무적으로 지키기로 약속한 

사항들은 멘티들이 자발적으로 잘 수행하였다.”는 

의견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멘티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프로세스 중

요도 중 상위 3개를 차지한 것은 ‘Evaluation’, ‘Ma-

tching’, ‘Agreement’ 이다. ‘Evaluation’을 제일 중요

한 프로세스라고 작성한 응답자들은 “교수나 멘토들

을 통해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라는 의견을 작성하였으며, ‘Matching’이라고 작성

한 응답자들은 “조원의 수준과 목표에 맞는 멘토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멘토는 자신이 가르치거나 

조언한 부분에 대해 멘티들이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선호하였으며 멘티는 교수

나 멘토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선호하였다.

3.2 Murray 프로세스의 보완점

이어서 동일한 멘토와 멘티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은 총 2문항으로 작성하였으며, 응

답자 식별정보(1문항), Murray 프로세스의 보완점(1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의 내용은 Murray의 

기본 멘토링 프로세스를 수행한 경험에 의거하여 해

당 프로세스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를 물었다.

설문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이번에

는 Table 3과 달리 ‘멘토’와 ‘멘티’를 구분하지 않고 

Murray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보완점에 대해서만 물

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Murray 프로

세스에서 가장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꼽은 것은 “절

차의 통합 및 간소화(Integration and Simplification

of Procedures)”였다. 이는 주어진 수업 시간 동안에 

총 12단계로 구성된 Murray의 프로세스를 모두 수

행하는 것이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 멘토링 사업에서도 자원

과 비용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

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꼽은 

것은 “멘토링 활동의 평가체계 개선(Improvement

of Mentoring Evaluation System)”이었다. 이는 학

부수업에서 진행된 멘토링 활동의 특성 상, 교수가 

최종적으로 모든 활동을 평가하며 각 조의 멘토는 

단지 조력자로서의 역할만을 한다는 부분에서 종합

적이고 폭넓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기타 보완점으로는 프로세스 간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멘토링 활동의 참여자 간에 일을 체계적

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시해야 된다는 의견

이 있었다.

4. 사례수집을 통한 멘토링 사업 연구

본 연구에서는 Murray의 기본 멘토링 프로세스와 

더불어 여러 분야의 멘토링 사업에 대한 사례수집을 

통해 새로운 멘토링 프로세스 모델을 설계 및 제안하

Table 3. Survey Results: Priorities of Murray’s Process

Priority Mentors’ Thinking Rate (5) Mentees’ Thinking Rate (5)

1 Establishing Goals 4.25 Evaluation 4.47

2 Agreement 4.08 Matching 4.21

3 Making Plans 3.97 Agreement 4.00

4 Monitoring 3.81 Conclusion 3.89

5 Execution 3.65 Monitoring 3.71

Table 4. Survey Results: Supplementation of Murray’s Process

Rank Supplementation Respondents (%)

1 Integration and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51 (36.2)

2 Improvement of Mentoring Evaluation System 32 (22.7)

3 Change Some Procedures 19 (13.5)

4 Specify the Roles of Participants 9 (6.4)

5 Add Some Procedures 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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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멘토링 사업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4.1 아이디어 멘토링

아이디어 멘토링[7]은 멘티가 아이디어를 제안하

고 멘토 그룹이 평가하여 최종적으로는 해당 아이디

어를 수익모델로 삼아 사업화하거나 특허의 출원과 

최종 등록을 추진하는 형태의 비교적 그 목적이 명확

한 멘토링 프로세스이다. 아이디어 멘토링은 멘티가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교수나 기업인과 같은 전문

가가 해당 아이디어의 효용 가치에 대해 평가하므로,

멘토가 멘티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함께 의견을 공유

하는 부분보다는 멘티가 멘토의 조언에 따라 아이디

어를 사업적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정해나가는 

부분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이디어 

멘토링 프로세스는 제안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기

까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종의 

서비스 지원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 멘토링의 특성에 따라 해당 프로

세스는 멘토 그룹이 멘티를 만나는 시간이 제한적이

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1 밀착멘토링이라는 프

로그램을 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서 제시한다. 1:1 밀

착멘토링은 멘티와 멘토가 정해진 멘토링 평가시간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도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멘티가 멘토와

의 의견 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4.2 청소년 교육 멘토링

청소년 교육 멘토링[8]은 10대 청소년들이 학교생

활 전반에 걸쳐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학습 

및 신체 활동에 대해 상급 학생 혹은 전문가에게 멘

토링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멘토링 프로세스이다.

청소년 교육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가 사전에 멘토링

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계획

서 형태로 작성하며, 상시 피드백을 통해 멘티가 멘

토링을 통해 학업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가 도움을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형 멘토링의 특성에 따라 해당 프로세

스는 멘티 자신이 멘토링을 통해 개인 능력을 증진시

킬 수 있으며, 사회적 관점에서는 인재 양성의 기틀

을 마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5.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 수립

본 연구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멘토링 프로세스 모

델은 새로운 멘토링 프로세스를 구성할 때 참고해야 

할 필수적인 프로그램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목적에 

부합하는 모델의 구현을 위해 Murray의 기본 멘토

링 프로세스와 상술한 사례 조사에서의 멘토링 프로

세스 형태, 그리고 Murray의 프로세스를 경험한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Fig.

3과 같이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으며, 각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5.1 멘티 선정(Select Mentee)

멘티 선정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지원

자 후보군에 근거하여 특성이 비슷한 멘티를 그룹으

로 묶는 단계이다. 멘티를 선정하는 기준은 멘토링 

프로그램의 특성, 지원자의 동기, 지원자의 멘토링 

경험 등 다양할 수 있으며 멘토링 기획 시에 우선순

Fig. 2. IDEA-Mentoring Process. Fig. 3. Mentoring Basi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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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5.2 사전 평가(Assessment)

사전 평가는 선별된 멘티 혹은 멘티 그룹이 멘토

링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사전 

지식 및 능력을 시험하는 단계이다. 멘티 혹은 멘티 

그룹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사전 평가의 결과에 

거리가 있다면 멘티 선정 단계로 돌아가서 멘티를 

재선정하거나 멘티의 특성에 맞게 멘티 그룹을 재구

성해야 한다.

5.3 멘토 선정 및 연결(Select Mentor)

멘토 선정은 멘토링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는 

멘토를 그룹으로 묶는 단계이다. 멘토를 선정하는 기

준은 멘토링 프로그램의 특성, 멘티의 목표에 대한 

멘토의 전문적인 지식수준, 멘토의 멘토링 수행 능력 

등 다양할 수 있으며 멘티 그룹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

5.4 목표 및 계획 수립(Establish Plan & Goal)

목표 및 계획 수립은 멘티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

여 멘토와 그것을 절충하는 단계이다. 멘티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어

야 하며 멘토는 멘티의 사전 평가 결과와 멘토링 기

간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멘티와 토론해야 한다. 단, 멘티와 멘토 간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멘토링 활동을 

주관하는 주최자 혹은 평가자가 개입할 수 있다.

5.5 멘토링 협약(Mentoring Agreement)

멘토링 협약은 멘토링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결과물에 대하여 멘토링 활동 주최자, 멘토 혹은 멘

토 그룹, 멘티 혹은 멘티 그룹이 각각 어떤 부분을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하는 단계이다. 멘토링 수행 

이후에는 멘티의 개인적 성취를 비롯하여 멘토링 결

과물로 인한 수익, 저작권, 법적 책임 등의 종합적인 

산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야 한다.

5.6 멘토링 중간 평가(Interim Evaluation)

멘토링 중간 평가는 멘티가 멘토링 계획에 따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멘토가 멘토링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간 결과물이 존재한

다면 완성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단계

이다. 단, 멘토링의 기간이 다소 짧거나 중간 결과물

이 존재할 수 없는 특성을 갖는 멘토링 프로그램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단계는 생략할 수 있다.

5.7 목표 및 계획 보완(Revise Plan & Goal)

목표 및 계획 보완은 중간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남은 멘토링 기간 동안에 멘티 혹은 멘티 그룹이 이

룰 수 있는 성취 혹은 완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멘토

가 현실적으로 예상하고 멘티와 목표 및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는 단계이다. 단, 중간 평가 결과를 고려하

였을 때 초기에 설정된 목표에 계획에 따라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5.8 멘토링 최종 평가(Final Evaluation)

멘토링 최종 평가는 멘티가 멘토링 기간 동안에 

달성한 개인적 성취 혹은 최종 결과물에 대하여 멘토

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이다. 멘토는 초기에 설

정된 목표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5.9 멘토링 활동 평가(Evaluate Mentoring Activity)

멘토링 활동 평가는 멘토링 활동을 주관하는 주최

자가 멘티의 계획 수행이력, 멘토의 멘토링 활동 수

행이력, 멘토링 결과물의 완성도 등 멘토링 전체에 

걸쳐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이

다. 멘토링 활동 주최자는 멘토링 활동 전반을 평가

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멘토링의 멘티와 멘토를 다른 

멘토링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시킬지의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다.

6. 모델 설계를 위한 사용 사례 모델링

본 논문에서 설계하려는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 모

델은 멘토, 멘티 그리고 멘토링 주최자 혹은 사업자

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DEVS 형식론 기반의 모델 설계 

및 시스템 구현에 앞서, 시스템의 시각화가 가능한 

도구인 UML(Unified Modeling Language)[9]을 이

용하여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를 토대로 멘토링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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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사용 사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

사용 사례 다이어그램(Use-Case Diagram)은 행

위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다이어그

램이다.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는 멘토, 멘티, 멘토링 

주최자 혹은 사업자와 같은 행위자들이 다양한 연관 

관계를 맺은 상태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멘

토링 시스템이 작동한다. 멘토링 시스템은 Fig. 4와 

같이 사용 사례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다.

7. DEVS 형식론 기반의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 

모델 설계

본 장에서는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에 근거하여 

DEVS 형식론 기반의 모델을 설계한다. 모델의 설계

는 DEVS 형식론에 따른 멘토링 시스템의 상태를 정

의하는 부분과 정의된 모델링 요소들을 통한 기본 

모델 설계 부분으로 진행된다.

7.1 집합 정의

DEVS 형식론에 따른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를 모

델링하기 위해 멘토링 시스템을 기본 모델로 하여 

입력 사건의 집합, 모든 상태 그리고 출력 사건의 집

합을 정의하면 식 (1)과 같이 명세된다.

 {멘티 지원, 사전 평가 결과, 멘토링 계획, 중간 

평가 결과, 최종 평가 결과, 활동 평가 결과}

 {멘토링 준비, 멘티 선정, 사전 평가, 멘토 선

정, 멘토링 협약, 목표 및 계획 수립, 멘토링 진행,

중간 평가, 최종 평가, 활동 평가, 멘토링 종료}

 {멘티 그룹, 멘토 그룹, 멘토링 협약서, 목표 

및 계획 수정 권고사항, 멘토링 증명서} (1)

7.2 함수 정의

DEVS 형식론에 따른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를 모

델링하기 위해 멘토링 시스템을 기본 모델로 하여 

함수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명세된다. (단, 주요 

입출력에 대한 함수만 명세하였다.)

7.2.1 내부상태 천이함수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를 따르는 멘토링 시스템은 

멘토, 멘티 혹은 멘토링 주최자 혹은 사업자가 시스

템에 접근하여 조작을 해야하므로 스스로 시스템의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내부

상태 천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7.2.2 외부상태 천이함수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를 따르는 멘토링 시스템의 

외부상태 천이함수는 식 (2)와 같이 명세된다.

(멘티 선정, 0, 멘티 지원) = 사전 평가

(사전 평가, 0, 사전 평가 결과) = 멘토 선정

(목표 및 계획 수립, 0, 멘토링 계획) = 멘토링 진행

(중간 평가, 0, 중간 평가 결과) = 멘토링 진행

(최종 평가, 0, 최종 평가 결과) = 활동 평가

(활동 평가, 0, 활동 평가 결과) = 멘토링 종료

(2)

7.2.3 출력 함수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를 따르는 멘토링 시스템의 

메시지 및 요청 출력 함수는 식 (3)과 같이 명세된다.

(멘티 선정)=멘티 그룹, if(′=멘토링 준비)

(멘토 선정)=멘토 그룹, if(′=사전 평가)

(멘토링 협약)=멘토링 협약서, if(′=멘토 선정)

(중간 평가)=목표 및 계획 수정 권고사항, if(′
=목표 및 계획 수립)

(최종 평가)=멘토링 증명서, i f (′ = 중간 평가)

(3)

Fig. 4. Use-Case Diagram of Men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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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시간 전진 함수

내부상태 천이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간 전

진 함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즉, 모든 상태 천이는 

멘토링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입력을 통해 발생한다.

7.2.5 상태 천이 다이어그램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에 따르면 멘토링 시스템은 

멘토링 준비, 멘티 선정, 사전 평가, 멘토 선정, 멘토

링 협약, 멘토링 진행, 목표 및 계획 수립, 중간 평가,

최종 평가, 활동 평가 그리고 멘토링 종료라는 상태

를 가질 수 있으며, 상태 간의 천이는 Fig.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3 모델 설계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에 따라 멘토링 시스템을 

DEVS 형식론에 맞게 구성한 DEVS 모델은 Fig. 6과 

같다. 모델은 앞서 DEVS 형식론에 의해 정의한 집합

과 함수를 포함하며 멘토, 멘티 그리고 멘토링 주최

자를 추가하였다.

Fig. 6. Mentoring System based on DEVS Formalism.

8.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 모델 적용 및 평가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 모델을 제안하는 목적은 ‘소

규모 멘토링 주최자 혹은 신규 멘토링 기획자가 멘토

링 활동을 계획하고 주관하는데 있어서, 멘토링 프로

세스의 설계와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Fig. 5. State Transition Diagram of Mentoring System.



2032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9권 제12호(2016. 12)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설정한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통해 설계한 멘토

링 기본 프로세스 모델을 학부수업에 적용하고, 해당 

학부수업에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는 교수, 강사,

실습 조교 등 총 14명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모델을 

평가하였다.

8.1 모델 적용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 모

델을 검증 및 평가하기 위하여 2015학년도 2학기 성

결대학교에서 진행된 학부수업인 ‘독서와 토론’ 과목

에 모델을 적용하였다. 해당 과목은 3개 분반으로 수

업이 진행되는 바, 첫 번째 분반에는 기존 Murray의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두 번째 분반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를 적용하였으며 세

부적인 구성은 과목의 강의계획에 근거하였다.

첫 번째 분반은 Table 2에 나타난 순서에 따라 

Murray의 프로세스를 수업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

으며, 두 번째 분반에서는 Table 5와 같이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를 적용하였다. 수

업과 병행된 멘토링 활동은 해당 학기의 수업 전체인 

16주동안 진행되었다.

8.2 모델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멘토링 활동을 계획

하고 주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이드로 제공했는

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하여, 상술한 2개 분반의 수업

을 통해 멘토링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한 교수, 강사,

실습 조교 그리고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 14명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두 프로세스가 비교 및 평가되었

다. 각 분반에 대한 전문가 구성은 Table 6과 같다.

한편, 교과 연구에 사용되는 수업 개선 평가표[10]

와 학습 능력 평가 시스템[11] 관련 연구로부터 단체 

학습활동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여 ‘멘토링 프로세스 

모델 평가지’를 작성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은 각 항

목당 5점의 척도로 구성된 해당 평가지에 근거하여 

모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지의 주요항목

은 Table 7과 같다.

전문가 집단을 통해 평가를 수행한 결과는 Fig.

7과 같으며, 앞서 3장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Murray의 프로세스에 대한 보완이 적절히 이루어졌

는지에 대해 Table 4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8.2.1 절차의 개선

Table 5. Proposed Process based on Syllabus

Week Lecture Contents Proposed Process Details

1 Introduction
Select Mentee
/ Assessment

perform the assessment and organize
all groups

2
Concept and Function
of Public Communication

Select Mentor
assign mentors and assistants
considering the tendency of group

3
Communication Method
on your purpose

Establish Plan & Goal
/ Mentoring Agreement

establish plan & goals for mentoring
activities and make rules

4 Principles of Presentation
Mentoring (1)

All groups perform the mentoring

activities for goals of each group

5 Actual Presentation

6

Group Presentation
Practice

Mentoring (2)
7

8
Interim Evaluation interim evaluation and feedback

9

10
Revise Plan & Goal

revise Plans & Goals based on the
result of evaluation11

12
Mentoring (3)

one-on-one counseling focused on
lesser competencies13

14
Mentoring (4)

check that group goals and individual
goals are performed well with mentors15

16 Final Presentation Final Evaluation final evaluation and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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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Murray의 프로세스는 멘토링 활동에 필요한 

12단계의 절차를 제시하였으나 16주를 기본으로 하

는 국내 대학교의 학부수업 계획에 맞게 적용하기에

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앞선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학부의 강

의계획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8단계의 멘토

링 기본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절차의 통합과 간소화

를 시도하였다.

평가지에서 절차에 관련된 항목은 ‘단체 활동의 

절차가 교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하였는가?(Did

the procedures of the activity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curriculum goals?)’와 ‘학습자 

간 단체 활동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제공되었는

가?(Has sufficient time been provided for group

Table 6. Evaluators for Mentoring Process

Evaluators
Class and Participants (Number of Persons)

Class 1: Murray’s Process Class 2: Proposed Process

Professor University Professor (1) University Professor (1)

Guest Speaker Mentoring Lecturer (2) Mentoring Lecturer (2)

Assistant Graduate Students (4) Graduate Students (4)

Total 7 7

Table 7. Evaluation Items of Mentoring Process

Territory Item Evaluation Item

Plan

A1 Has the learner’s assessment been adequately performed?

A2 Have you formed a group in consideration of equity?

A3 Are goals and direction of group activities sufficiently presented?

A4 Has the improvement been applied to the plan or goal?

Progress

B1 Did the instructor fully explain objects of curriculum to the learners?

B2 Did the instructor provide the skills, tools, etc. sufficiently?

B3 Has sufficient time been provided for group activities?

B4 Have you fully considere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learners?

Management

C1 Have you made the rules to follow in the group activities?

C2 Has the learner’s suggestion been appropriately collected?

C3 Have instructors helped the group grow steadily?

C4 Are records and documentation of all group activities available?

Evaluation

D1 Did the activity take place in consideration of the learner’s tendencies?

D2 Did the procedures of the activity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curriculum goals?

D3 Has the system of evaluating learners and groups been fair?

D4 Did the instructor or learner exchange and share the evaluation results?

Fig. 7. Evaluation of Mentoring Process: Murray’s Process and Propose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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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이며, 두 항목에서 모두 Murray의 프로

세스에 비해 제안하는 모델의 점수가 우위인 것으로 

보아 절차상의 개선이 이루어 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제안하는 모델을 적용한 분반의 수업에서는 첫 

4주 동안에 멘토링 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가 모

두 끝났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멘토와 멘티 간

에 충분한 멘토링이 이루어졌다는 의견 또한 전문가

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8.2.2 평가체계 개선

기존 Murray의 프로세스에서는 학습자와 평가자

가 철저히 구분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멘토링 활동을 

병행하는 수업에서 멘토링을 주관하는 교수자가 문

서와 같은 결과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한계를 

낳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멘토링 활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교수자 뿐만 아니라 멘토와 멘티

가 모두 평가에 참여하게 하여, 종합적이고 폭넓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평가지에서 평가체계에 관련된 항목은 ‘활동 평가’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항목이며, 4개의 평가 항목 중

에서 3개의 항목이 Murray의 프로세스에 비해 우수

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대체적으로 평가체

계 또한 개선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제안하는 모

델을 적용한 분반의 수업에서는 모든 학습자가 모든 

조의 최종 발표를 채점하였기에 멘토와 멘티 모두가 

인정하는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9. 결  론

멘토링 활동은 교육기관과 산업현장에서 각자의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

히 멘토링 활동을 병행하는 대학교의 학부수업은 학

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 혹은 단체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설문조사와 사례연구 및 실제 현장

에서의 적용을 통해 국내 대학교의 학부수업 실정에 

맞는 멘토링 기본 프로세스 모델을 설계 및 제안하였

다. 제안하는 모델이 멘토링 기획자 및 교수자들에게 

기본적인 멘토링 프로세스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여 

멘토링 시스템 구성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활용될 것

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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