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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 동료학습자의 학습동기 및 학업향상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또래교수가 갖추어야 할 역
량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교육요구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교수의 역량

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였다. 둘째, 또래교수의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산출하기 위해 t-검증,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ompetencies that peer tutors should possess in activities that promote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improvement for their tutees and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needs for them at the K-university. To do so, we first 
conducted extant literature review and obtained expert consultation to identify relevant competencies of peer tutors. Second, the 
needs analysis using t-test, Borich needs, the Locus for Focus model was implemented to prioritize educational needs for peer tutor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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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A. 또래교수의 정의 및 활동영역

또래교수는 멘토, 튜터, 조정자(moderator), 학습(조직)리
더, 팀리더 등의 다양한 용어로 칭해지고 있으며, 요구되는 

역할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13-15]. 또래교수는 상호작용의 

하위체제로서 교수자의 역할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학습자의 질문에 반응, 문제해결, 토론이나 조정, 
동기 부여하는 등 전형적으로 학습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

람을 뜻한다[16]. Cho(2002)의 경우에도 과정의 원활한 학습

진행을 위하여 학습자들에게 학습내용, 학습활동에 대한 도

움을 주는 사람을 튜터라 칭하고 있다. 이처럼 또래교수는 

교수자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학습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

는 이를 말한다. 
또래교수가 활동하는 영역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튜터

링 프로그램의 형태는 또래교수(peer tutor), 학습 받는 대

상(tutee), 활동영역, 운영형태 등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또
래교수는 차등능력(성적우수) 학생과 동일 능력학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입생,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신입

생, 학사경고 및 학습부진 학생, 편입생, 전과생, 복수전공

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튜터링을 수행한다. 그 

활동영역으로 전공수업, 대학공부, 기초학력, 4C(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mmunication Skill, Collabor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활 적응, 전공학습, 기초학업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며 동료

학습자의 동기부여 및 학업향상을 촉진하는 사람을 또래교

수로 정의하고자 한다. 

B. 또래교수의 역할과 역량

튜터링 프로그램에서 또래교수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며, 
또래교수의 역할은 동료 튜터링 프로그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3]. Han(2011)은 튜터의 역할을 학습과정 안내자, 학
습자원 제공자, 상호작용 촉진자로 정의하고, Joo, Kim(2003)
은 튜터의 역할로 교수-학습활동의 조력자, 준내용전문가, 
상호작용 촉진자, 사회적 관계 조직자, 학습관리자를 제시했

다.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또래교수는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충분한 지식과 이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Kim, Song(2015)의 연구에서는 튜터링 프

I. 서 론

또래 튜터링(Peer tutoring)은 대학생들의 협업능력을 향

상시키고 학업적 성취를 높일 수 있는 학습전략으로 많은 대

학에서는 교수-학습상황이나 교양교육센터, 교수학습센터

와 같은 관련부서를 통해 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다양한 형

태의 또래 튜터링 프로그램이 각 학교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1-3]. 대학 내에서 튜터, 멘토, 또래교수 등의 다양한 이

름으로 활동하는 또래교수는 학습내용 지도, 학습과제 해결

에 필요한 구체적인 학습방법 및 자료 제공, 학습자 간의 정

서적인 친숙함과 유대감 형성 촉진, 협력을 통한 학습목표 

성취 도모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3]. 구체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의 조력자, 학습내용 준 전문가, 학습과정의 팀 

관리자, 학습동기 및 구성원 간 촉진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4]. 대학에서 또래 튜터링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튜터링의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서 또래교수에 주목하고 있다[5].
지금까지 대학에서 실행되고 있는 또래 튜터링은 또래교

수의 자격이나 선발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래교수의 

개인의 역량에 또래 튜터링의 성패를 맡기고 있다. 그러나 

또래교수들은 가르치는 법이나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

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6-8]. 대학의 

다양한 또래 튜터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는 또래교수의 역량을 대학차원에서 양성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럼에도 또래교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역량 측

정도구를 개발하거나 또래교수의 역량과 튜티의 학습성과,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

어져 왔다[5,9-12]. 이러한 이유로 대학 내 또래교수의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K대학의 경우, 공과대학 중심의 학부대학으로 대학

원생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또래교수 양

성이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또래교수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대학의 특성을 반영

한 또래교수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K대학에서 요구

되는 또래교수의 역량을 탐색하고 교육요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교수가 갖추어야 할 역량요소

는 무엇인가? 둘째, 또래교수의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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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칭해지는 또래교수의 역량은 크게 지식, 기술/능력, 
태도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술/능력영역에는 자료활동 

및 정보수집, 네트워크 형성, 대인관계 기술, 타인 육성, 의사

소통능력, 학습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 팀 구축 및 관리

능력, 문제해결능력, 협업능력, 학습계획(목표)수립기술, 가
르치는 기술, 상담능력, 위임, 일반 행정능력, 분석적 사고, 
종합적 사고, 시간관리 기술, 비전 및 영향력, 의사결정 등이 

있으며, 태도영역에는 리더십, 인내심, 윤리성, 자기주도성, 
자신감, 소속감 등으로 나눌 수 있다[5,9-28]. 

III. 연구 방법

A. 연구대상

K대학은 공과대학 중심의 중소규모 대학으로 매해 평균 

150여명의 또래교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튜터링 프로그램

은 NCS적용 강좌 튜터링, MSC 튜터링, 전공 실험 실습교

과 튜터링과 신입생 대상 멘토링 등 6여개의 튜터링 프로그

램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 재학생 4,401명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355명이 응답하였다. 설
문조사는 또래교수의 경험 여부, 또래교수 역량의 중요도

와 실행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래교수의 역량 교육요구

도는 355명의 응답자 중 또래교수 경험자 7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B.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K대학 ‘또래교수’의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

를 분석하여 총 3개 영역(지식, 기술/능력, 태도영역) 27
개의 역량을 도출하였다. 전문가조사는 교육학 전공 교

수 및 튜터링 담당 연구원 등으로 이루어진 11인을 대상으

로 2019.10.~2020.01. 기간동안 2차례 걸쳐 면담과 이메일

을 통해 진행되었다. 또래교수의 역량 적합성 여부를 5점 

Likert 척도를 통해 질문하였으며, 평점 4.0점 이하의 문항

을 제외하고 3개 영역, 18개 역량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는 그림 1과 같이 18개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수준을 5
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모바일 및 웹

기반 설문으로 실시하였으며, 2019. 02.07~02.14까지 진행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Excel 2018, SPSS 22.0을 활용하였

으며, 빈도분석, t-검증,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 
분석을 실시하였다. 

로그램에서 활동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설명(지식), 학습

내용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수업기술(기술), 성실성, 포용력, 
등의 튜터로서의 자세(태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리고 Lee, Cho(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그룹 멘토링 프로

그램의 멘토 역량에 대해 성숙, 관계 공감 능력, 통찰력을 제

시하며 멘토의 태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표 1과 같이 멘토, 튜터, 리더 등의 

표 1. 또래교수의 역량과 출처

Table 1. The competence and source of peer tutors’ compe-
tencies 

Unit Literature review
Source

(Reference Number) 

Knowledge Knowledge
[5] [9] [10] [19] [20] [21] 
[22] [23]

Skill/
Ability

Information gathering [22] [24] 

Network formation [20] [24] [25] [27] 

Interpersonal relationship
[11] [19] [21] [20] [22] [23] 
[24] [25] [26]

Fostering others [21]

Communication skill [9] [10] [19] [22] [24] 

Promote learning motivation [20] 

Team building and management [20] [24] [25] 

Problem solving [9] [10] [19] [20] [22] [24] 

Cooperation skill [11] [21] [27] 

Setting of the learning goal/plan [5] [19] [20] [21] [22] [24]

Teaching skill [5] [19] [22] [24] [26] 

Consultation [19] [20] [21] [22] [27] 

Delegation [20] 

Administrative ability [27] 

Analytic thinking [21] [22] 

Holistic thinking [21] [22] 

Time management [11] 

Vision and Influence [11] [19] [20] [21] [22] [24] 

Decision making [24] 

Attitude

Leadership [19] [21] [26] 

Patience [19] [22] 

Ethicality [5] [19] [22] [23] [25] 

Initiative [5] [11] [19] [21] [23] [25] 

Confidence [5] [11] [19] [21] [23] [25] 

Sense of unity [11] 

Institutions’ support level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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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또래교수 역량의 교육요구도

1) Borich 요구도

K대학 또래교수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우선순위를 알아

보기 위해 Borich 요구도를 산출한 결과, 개방적인 태도(A1), 
프레젠테이션 능력(S7), 상담기술(S6), 가르치는 기술(S1), 리
더십(A2), HRD관련 지식(K4), 전공관련 지식(K1), 학습동기

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S4), 자기계발(스펙) (S12), 문제해

결 능력(S8), 시간관리 기술(S5), 학습방법(전략) 기술(S2), 학
업스트레스 관리능력(S11), 교양관련 지식(K2), 대인관계 기

술(S10), 의사소통 능력(S9), 학습계획(목표) 수립 기술(S3), 
MSC분야 지식(K3)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K대학 

또래교수 역량에 대한 t-검증 및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2) The Locus for Focus 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여 K대학 또래교수가 

갖추어야 할 역량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The Locus for 
Focus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중요도의 평균은 3.75이며, 

중요도와 실행수준 차의 평균은 0.18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

과, 제1사분면에 포함되는 K대학 또래교수 역량은 학습방법

(전략)기술(S2), 학습계획(목표)수립 기술(S3), 시간관리 기

술(S5), 프레젠테이션 능력(S7), 의사소통 능력(S9), 리더십

(A2), 가르치는 기술(S1), 개방적인 태도(A1)인 것으로 나타

났다. 

IV. 연구 결과

A. K대학의 또래교수 역량

K대학의 또래교수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2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K대학의 또래교수 역

량 도출과정은 표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문헌연구를 통

해 도출된 역량은 총 27개로 지식영역의 역량 1개, 기술/능
력영역의 세부역량 19개, 태도영역의 세부역량 7개로 이

루어졌다. 2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위임, 일반 행정능

력, 인내심, 소속감 등의 4개 역량이 삭제되었으며, 13개 역

량이 통합되거나 자기계발(스펙), 개방적 태도가 추가되었

고 지식은 교육과정별로 세분화되었다. 최종 도출된 역량

은 지식, 기술/능력, 태도영역으로 총 18개 역량으로 이루

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식영역의 전공관련 지

식(K1), 교양관련 지식(K2), MSC분야 지식(K3), HRD관련 

지식(K4)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능력영역의 가르치는 

기술(S1), 학습방법(전략) 기술(S2), 학습계획(목표) 수립 

기술(S3), 학습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S4), 시간관리 

기술(S5), 상담 기술(S6), 프레젠테이션 능력(S7), 문제해결 

능력(S8), 의사소통 능력(S9), 대인관계 기술(S10), 학업스

트레스 관리 능력(S11), 자기계발(스펙)(S12) 등이 있다. 마
지막으로 태도영역의 개방적 태도(A1), 리더십(A2)으로 나

타났다. 

그림 1. 설문조사지 샘플

Fig. 1. Derivation process of Peer tutors’ competencies in 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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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결과값의 상위 수준을 확인하여 중복된 영역을 종합한 결

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K대학 ‘또래교수’ 역량 요소 중, 
개방적인 태도(A1), 프레젠테이션 능력(S7), 가르치는 기술

3) K대학 또래교수의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

The Locus for Focus모델의 1사분면에 해당되는 항목 및 

개수를 도출하고 1사분면에 해당되는 개수만큼 Borich요구

표 2. K대학의 또래교수 역량 도출과정 

Table 2. Derivation process of peer tutors’ competencies in K University

Unit
Literature review Experts’ consultation

Note
K(1), S/A(19), A(7) K(4), S/A(12), A(2)

Knowledge Knowledge

Knowledge of majors (K1)

Subdivision
Knowledge of liberal arts (K2)

Knowledge of science, mathematics and physics (K3)

Knowledge of HRD(K4)

Skill/Ability

Information gathering - Integrate into K

Network form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10)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tegrate into A1

Fostering others - Integrate into A2

Communication skill Communication skill (S9)

Promote learning motivation Promote learning motivation (S4)

Team building and management - Integrate into S1

Problem solving Problem solving (S8)

Cooperation skill - Integrate into S10

Setting of the learning goal/plan Setting of the learning goal/plan (S3)

Teaching skill Teaching skill (S1)

Consultation Consultation (S6)

Delegation - Deletion

Administrative ability - Deletion

Analytic thinking - Integrate into S8

Holistic thinking - Integrate into S8

Time management Time management (S5)

Vision and Influence - Integrate into A2

Decision making - Integrate into A2

- Learning strategies (S2)

- Presentation skill(S7)

- Academic Process Management (S11)

- Self-development (S12) Addition

Attitude

Leadership Leadership(A2)

Patience - Deletion

Ethicality - Integrate into A2

Initiative - Integrate into S12

Confidence - Integrate into A2

Sense of unity - Integrate into A2

Institutions’ support level - Deletion

- Open attitude (A1)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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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대학 내 또래교수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

료를 마련하고자 K대학의 또래교수 역량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를 파악해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대학의 또래교수 역량은 3개 영역, 18개 역량으로 

나타났다. 지식영역 4개 역량, 기술/능력영역의 12개 역량, 
태도영역의 2개 역량으로 이루어진 총 18개의 역량이 도출되

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식영역의 전공관련 지식(K1), 
교양관련 지식(K2), MSC분야 지식(K3), HRD관련 지식(K4)
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능력영역의 가르치는 기술(S1), 학
습방법(전략) 기술(S2), 학습계획(목표) 수립 기술(S3), 학습

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S4), 시간관리 기술(S5), 상담 기

술(S6), 프레젠테이션 능력(S7), 문제해결 능력(S8), 의사소통 

능력(S9), 대인관계 기술(S10), 학업스트레스 관리 능력(S11), 
자기계발(스펙)(S12)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태도영역의 개

방적 태도(A1), 리더십(A2) 등이다. 
둘째, 또래교수 역량에 대한 교육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S1), 리더십(A2)에서 공통적으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18개 또래교수 역량 중 4개 또래교수 역량

이 최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역량으로 나타났고, 또래교

수 양성 프로그램 개발 시 지식영역보다는 태도영역과 기술 

영역에서 최우선적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The Locus for Focus 모델

Fig. 2. The Locus for Focus Model.

표 3. 또래교수의 역량 요구도 분석 

Table 3. Analysis on needs of peer tutors’ competency

Unit
Importance Level

Mean
Present Performance

Mean
Mean Difference t Borich ranking

A1 3.91 3.46 0.457 4.433*** 0.0244899 1

S7 3.91 3.54 0.371 3.380*** 0.019898 2

S6 3.89 3.56 0.329 3.184** 0.0176021 3

S1 4.06 3.77 0.286 2.919** 0.0153062 4

A2 3.91 3.66 0.257 2.493* 0.0137756 5

K4 3.93 3.67 0.257 2.245* 0.0137756 6

K1 3.81 3.61 0.200 1.748 0.0107143 7

S4 3.76 3.56 0.200 1.506 0.0107143 8

S12 3.74 3.56 0.186 1.780 0.009949 9

S8 3.24 3.07 0.171 1.514 0.0091837 10

S5 3.84 3.69 0.157 1.469 0.0084184 11

S2 3.87 3.71 0.157 1.623 0.0084184 12

S11 3.97 3.93 0.143 1.455 0.0076531 13

K2 3.60 3.50 0.100 .446 0.0053572 14

S10 3.41 3.31 0.100 1.044 0.0053572 15

S9 3.41 3.33 0.086 .760 0.0045919 16

S3 3.69 3.70 -0.014 -.163 -0.000765 17

K3 3.53 3.69 -0.157 -1.276 -0.0084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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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http://JPEE.org

또래교수 역량의 교육요구도 분석: K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래교수 양성을 위한 교육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 또래교수가 지속적으로 많이 양성될수록 학교 

내 다양한 동료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대학 교육의 

질과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또래교수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가르치는 

기술(S1)의 경우, 교수법에 대한 이론적 접근보다는 코칭을 

통해 접근하면서, 갈등상황별 대처방법, 질문의 기술 등 실제 

사례중심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 능력(S7)과 관련해 진단을 통한 보이스 트레이

닝, 프레젠테이션 작성법 등에 대한 내용중심의 강의와 함께 

소규모 컨설팅을 통해 진행되는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 기
술영역에 속하는 가르치는 기술(S1), 프레젠테이션 능력(S7)
에 대한 교육은 플립드러닝 형태로 기본이론에 대한 동영상 

콘텐츠 강의 수강 후, 적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강의가 병행

되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다. 그리고 리더십(A2)이나 개

방적인 태도(A1)의 경우, 태도라는 정서적인 영역이므로 단

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래교수의 역할정립 및 목표관리, 과제추진 전략 등 

협력적인 활동에서 리더로서 또래교수에게 요구되는 사고력

과 관리에 대한 기본 리더십 교육 속에 개방적 태도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또래교수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또래교수 경험 정도, 역량별 실행수준 등을 조사

하여 학생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최우선 순위로 가르치는 기술(S1), 프레젠테이션 능

력(S7), 개방적인 태도(A1), 리더십(A2)이 제시되었으나 개

별 학생마다 필요한 또래교수 역량은 다르며, 그 실행수준은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또래교수 양성 프로그램 개발 초기에

는 최우수 순위의 역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지

만 점차적으로 최우선 순위 이외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나 교육콘텐츠도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

할 것이다. 
셋째, 개발된 또래교수 양성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

는 차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프로

18개 역량 중, 개방적인 태도(A1), 프레젠테이션 능력(S7), 가

르치는 기술(S1), 리더십(A2)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해

야 할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또래교수 경험이 있는 

학생은 지식영역보다는 상대적으로 태도영역과 기술 영역

을 최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방적인 태도(A1)와 리더십(A2)과 같은 태도영

역의 역량 교육요구도가 높다는 점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5]. 또한 가르치는 기술(S1)이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다

는 것은 튜터링 활동에서 가르치는 기술이나 대처법에 대해 

어려운 점으로 느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6-8]. 흥미로

운 점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말로써 공개적으로 나타내

어 알릴 수 있는 능력인 프레젠테이션 능력(S7)이 최우선 순

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가르치는 상황에서 또래교수

로서 지식과 생각 등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순위로 나타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는 대학 내 활발

하게 활동하고 있는 또래교수의 역량을 도출하고 역량에 대

한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튜터링 프로그

램에서는 튜티나 프로그램 성과에 주목하고, 또래교수의 역

량 향상을 위한 노력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해 

자격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또래교수 역량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교육요구도 분

석을 통해 최우선으로 개발해야 할 역량을 분석 및 제시하여, 
또래교수 양성을 위한 역량기반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또래교수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르치는 기술(S1), 프레젠테이

션 능력(S7), 개방적인 태도(A1), 리더십(A2) 등 역량을 기반

으로 한 또래교수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또래교수를 양성하기 보다는 

우수성과자를 선발에 초점을 맞추어 또래교수의 역량강화를 

학생 개인의 역할이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

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학습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 내 기관차원의 튜터링 프

로그램뿐만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료학습이 

표 4. Borich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에 의한 우선 순위 도출

Table 4. Priority considering results of borich needs analysis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A1* S7* S6 S1* A2* K4 K1 S4 S12 S8 S5 S2 S11 K2 S10 S9 S3 K3

Borich(rankin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Locus for Focus O O 　 O O 　 　 　 　 　 O O 　 　 　 O O 　

*Priority Consi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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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percep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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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 G. Lee, “A study of the mediating effect and adjusting 

effect of the mentoring: focusing on the mentor’s compe-

tency and mentoring functions,” Doctor’s degree, Soongsil 

University, 2007.

[11] H. K. Lee and M. K. Cho, “A study of mentor competence 

scale development to measure effectiveness of group 

mentoring program -focusing on the college stud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12, p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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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 J. Hwang, M. G. Lee, S. S. Seo, and S. C. Oh, “The 

Analysis of influence on mentor’s leadership by mentor-

ing program in R&D organizations,” Journal of Corpo-
rate Education and Talent Research, vol. 10, no. 2, pp. 

139-157, Decemb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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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한 고려

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튜터링 프로그

램과 또래교수 양성 프로그램 간 효과성 및 성과분석 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또래교수와 또래교수가 담

당한 튜티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 등의 질적 연구를 통해 

튜터링 프로그램별 어려운 점 및 불만 요인 등을 파악하여 

또래교수 양성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추가 연구도 필요할 것

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단일 

대학의 사례를 통해 또래교수의 역량을 도출하였다. HRD교

과 지식 등과 같은 학교특성을 반영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타 대학까지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K대학의 비전과 목표, 특성에 맞는 또래교수 역

량을 정의하고 그와 관련된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반

을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또래교수의 역량 요구도

에 대한 분석대상이 또래교수 경험자 70명이라는 적은 표본 

수로 분석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튜터링 프로그램이 

2016년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 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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