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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어떠한 멘토링이 필요한가? 의과대학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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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ly every medical school in Korea has a student advisory program, regardless of its form or method, but it is plagued by efficiency.
To examine efficient means of delivering student advisory programs, we chose 'mentoring' as one solution and reviewed the concepts
of a mentor and mentoring, the qualities and roles of a mentor, and example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cases of mentoring. 
The concept of mentoring is diverse, but it connotes and stresses aspects, such as individual guidance, tutoring, life coaching, 
and role modeling. We conclude that the quality of many student advisory programs can be elevated by providing holistic and 
systematic guidance that meets the demands of the mentees; giving individual, continuous, and intimate coaching; and guiding 
a balanced academic and social life and career, which will develop good doctors who can provide a holistic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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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국내에서 시행한 역학조사에 따르면[1], 의과대학생 

10명 중 1명이 평생 동안 우울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자

살계획을 경험한 경우는 4.2%,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학

생은 2.2%로 나타나 국내 의과대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가 간

과할 수 없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의과대

학생들의 우울증 발병 원인으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과대학생 중 약 16%는 유급을 

경험하며[2], 성적과 같은 학업관련 요인이 가장 큰 스트레스

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1,3,4], 불충분한 휴식

시간,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도 중증 스트레스의 관련 요인

으로 나타나고 있다[5]. 

  Saipanish [6]의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60% 이상의 의과

대학생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80%를 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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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과대학생들은 자신이 겪는 스트레스가 자신의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될 정도로 의과대학생들이 지

각하는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내외 의과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우울증 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의과대학생들의 심리적 상태와 자살계획 

등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몇몇 연구들에서

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

서 제대로 적용되고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Frank et al. [7]

의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들의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만들면 

적극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해 예방적 상담을 할 수 있

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 자신부터 신체적·육체적으

로 건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에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생생활상담 또는 의과대학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지도교

수제도 혹은 담임반제도이다. 그러나 의과대학생의 60% 이상

은 대학생활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학업의 어려움을 들

고 있으나, 67% 이상의 학생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도움

을 교수나 친구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8]. 

많은 의과대학에서 지도교수제도나 담임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이

다. 그런데 최근에 단순한 상담이나 만남 보다는 보다 체계적

인 학생관리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조짐이 보이는데 그것이 

멘토링(mentoring)이다. 

  그러나 의과대학생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 연구

는 매우 부족한데, Buddeberg-Fischer & Herta [9]와 Frei 

et al. [10]의 연구를 보면 1996~2002년도와 2000~2008년도 

사이의 관련 논문이 각각 6편과 14편 검색되어 프로그램 개발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선행 연구의 현

황은 더 열악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학저널 검색엔진

인 KMbase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키워드 

‘멘토링’을 검색하면 13편, 키워드가 제목에 포함된 경우는 겨

우 9편이며 이 중 의학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한 편도 찾아볼 

수 없다. 키워드를 ‘지도교수’로 찾아보면, 총 52편의 논문 중 

제목에 키워드를 포함한 논문은 4편이고 이 중 의학 관련 연

구논문은 1편에 불과하다. 국내 선행 연구들은 연구 대상이나 

방법과 내용이 모두 매우 제한적인데, 일부 연구에서 학생들

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11]가 있었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도 학생지도나 멘토링 프로그램과는 연계되

지 못했다. 이렇게 멘토링, 지도교수제 또는 학생지도와 관련

된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이러한 연구를 담당할 기구가 없고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한 몫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대학생활을 통해 학생들은 고등학교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

른 많은 새로운 유형의 압박감을 느끼게 되며, 대학생활을 통

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과 더불어 전문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12]. 또한 의예과 과정생과 의학과(본과) 학생

들의 특성이 다르고, 고학년이 되면 선택 실습을 많이 하게 되

는 의과대학생들의 특성상 멘토의 부재는 전공 선택과 실습 

준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13]. 또한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 학생이 더 우울하고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

고 있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량과 시험횟수의 증

가, 학습내용과 수준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14]. 

따라서 학년의 특성, 즉 학습시기에 따른 차별화된 지도와 관

리, 다면적 상담, 입학부터 졸업까지 그리고 나아가 추후에는 

전공의 및 의사가 되어서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총체적인 멘토

링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업의 수월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팀협동학습의 분위기를 창출하고 경험할 수 있으며, 교수와 

학생 간의 보다 개방적이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

고,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원적인 환경조성을 함으

로써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고 수행능

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15]. 멘토링은 멘토의 

역할을 하는 교수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개인적 만

족감, 개인적 성취감, 창조적 시너지 효과, 네트워킹, 동기유

발, 자기개발, 학교에 대한 만족도 상승, 스트레스와 역할 갈

등 저하, 전문가로서의 자신감 고취, 정체성 및 전문성 개발 

등이 있어[16]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

게 득이 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멘토링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멘토(mentor), 멘티(mentee), 멘토

링(mentoring)의 개념을 살펴보고, 둘째, 멘토링 프로그램의 

핵심인 멘토의 자질과 역할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멘토링의 

유형과 모형을 국내·외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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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멘티와 멘토링의 개념

  현대사회에서 ‘멘토링’의 개념은 너무나 다양하게 사용되고 

정의되기 때문에 이를 정의 내린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는 의견도 있다[17]. 우리나라 의학교육 현장과 다른 고등교

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지도교수’라는 용어는 그 역할과 목적

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흔히 상담자, 개

인교수, 멘토라는 용어가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들 간에는 명백한 개념 차이가 있다[18].

  먼저, 멘토링 과정은 1970년대에 미국의 기업체에서 개발되

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1990년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멘

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간호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

용되었다. 멘토링 프로그램이 의과대학생과 의사들에게 적용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부터이다[9]. 그 이후 멘토링의 

개념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Garmel [19]이 정리한 멘

토링의 개념은 멘토(지도교수)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학

생이 자기통찰을 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학생에게 지원적이고 

보호적인 지지를 해주는 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성공적인 교

수(멘토, mentor)-학생(멘티, mentee) 지도 관계를 위해서는 

양자 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Shea & Gianotti [20]는 멘토링, 멘토 그리고 멘티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멘토링은 개인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관계를 말하는데, 멘토링의 주목표는 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경험이 적은 사람의 발달을 돕는 과정이다. 멘토

링은 높은 수준의 대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며 관계 바탕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식 또는 비공식적 지식의 전달, 사회

적 관계 또는 네트워크 형성, 심리적 또는 사회적 지원을 포함

한다. 따라서 가장 훌륭한 멘토링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함으로써 미래에 보다 큰 수행능력, 결과

물,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멘토는 신뢰로운 

조언자라 할 수 있는데, 삶이나 전문영역에서 보다 경험이 많

은 사람이다. 멘토는 멘티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며, 

멘티의 학업뿐만 아니라 진로에서도 개인적인 도움을 줌으로

써 멘티의 네트워크 형성을 향상시켜준다. 멘토는 일대일 관

계로 인해 멘티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멘티에게 보다 

깊이 있는 지식과 예리한 통찰력, 폭넓은 시각, 많은 지혜, 넓

은 관계 형성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멘티는 멘토

링 관계에서 수혜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전통적으로는 멘토

가 훨씬 나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나이가 문제되지 않고 있

다. 멘티는 멘토보다 경험이 적은 피보호자로, 멘토링을 통해 

얻은 지식을 내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기술을 

향상시키고, 통찰력을 얻고, 시각을 넓히며, 지혜를 얻고자 노

력하는 사람을 칭한다. 멘토링의 유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지만 그 중요성과 영향력은 변하지 않고 있다[20]. 

  기타 몇 가지 다른 문헌들을 살펴보면 멘토링은 풍부한 경

험과 지혜를 겸비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일대일 지도와 조

언을 하는 것이며[21], 멘토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경험이 

적은 아랫사람, 즉 멘티의 성장과 발달을 최대한 돕기 위해 일

대일로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친구, 스승, 모범인물, 안내자, 

조언자, 상담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멘토링 

관계는 멘토와 멘티가 상호관심, 상호신뢰, 상호존경을 바탕

으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역할을 넘어서서 멘티의 전

반적인 자아실현에 초점이 맞춰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22]. 멘토링의 대상이 되는 멘티는 프로테제(protégé), 멘토

리(mentoree)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프

로테제는 불어로 ‘피보호자’, ‘부하’, ‘제자’라는 의미이며, 멘토

리는 주로 영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멘티와 마찬가지로 도

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 

멘토의 자질과 역할

  선행 연구나 문헌 조사를 통해 밝혀진 멘토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Frei et al. [10]은 멘토는 학생의 

전문성 개발과 개인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보았고, Souba [23]는 ‘mentor’의 앞 글자들을 따서 멘토의 역

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Motivate: 학습자의 동기

를 유발시켜주기, 2)　Empower and encourage: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주기, 3) Nurture self 

confidence: 자신감을 갖도록 양육해주기, 4) Teach by 

example: 모범이 되어 가르치기, 5) Offer wise counsel: 지

혜로운 상담가가 되기, 6) Raise the performance bar: 학습

자의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주기. Ramanan et al. [24]은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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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도학생의 잠재력을 일깨워주

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습자 자

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

장하였다. Kram[25]은 지도교수가 해야 할 주요 역할로 다음

과 같이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이 멘토의 역할과 매

우 흡사하다. 첫째, 학생이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며, 스스로의 자질을 개발

해 나가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 역할이다. 이러한 진로개발 

안내자의 역할에는 선배의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고, 직업적으로 부당한 일에 개입되지 않도록 방어해주

며, 보다 건설적이며 도전할 만한 직업적 영역에 대한 가능성

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심리적 지지자로서의 역할

(psychological function)로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이나 개

인적 삶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도와주며, 의사

로서 또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자신감과 정체성을 확

립하도록 지지해주어야 한다[18]. Feldman[26]은 멘토는 멘

티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멘티를 안내하고 지지해야하는 역할

이며, 멘티의 성장을 도모하며, 멘티와 합의한 학습계획에 따

라 구체적인 지도를 해주며, 위계질서를 벗어난 관계를 형성

하며, 멘티와 관련한 내용은 반드시 비밀 보장을 해주어야 한

다고 보았다. Harvard Business School [27]에서는 멘토링의 

역할을 크게 직업관련 기능(career funtions), 심리사회적 기

능(psychosocial personal functions)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

명하고 있다. 직업관련 기능은 스폰서십(sponsorship), 코칭

(coaching), 보호(protection), 도전(challenge), 노출과 가시

성(exposure and visibility) 등이며, 조직 내에서의 프로테제, 

즉 멘티의 능력과 지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심리

사회적 기능은 역할모델(role modeling), 상담(counseling), 

적응과 확인(acceptance and confirmation), 친밀감(friend-

ship)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멘티의 내적인 측면에서의 멘토링

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멘토와 코치(Coach)의 다른 점

  멘토링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확산되기 이전에 먼저 나온 

유사한 개념이 ‘코칭(coaching)’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많

은 코칭기관이 존재하며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대상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Harvard Business School은 멘토링에 대한 많은 자료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거나 비교하

는 멘토링과 코칭에 대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

다. 멘토링은 코칭과는 그 성격과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다른

데, 코칭의 목적은 코칭 대상자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고치

거나 수행능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는 데 

있다. 반면, 멘토링은 멘토링 대상자의 개인적인 성장을 지지

하고 안내해주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멘토링은 멘토와 멘

티 모두 자발적인 지원자들이어야 하지만 코칭은 그렇지 않

다. 코칭은 즉시적인 문제를 다루고 학습을 하지만 멘토링은 

개인의 장기적인 진로 개발에 초점을 둔다. 코치의 역할은 학

습자에게 적절한 가르침과 피드백을 핵심으로 하지만 멘토링

에서의 멘토의 역할은 화자이기 보다는 경청하는 자이며 역

할모델이 되어주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코칭

은 필요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며 주로 단기간 목표를 두지만 

멘토링은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진행한다. 코칭에서의 코치

는 대상자의 상사이지만 멘토링에서의 멘토는 그러한 경우가 

드물며 이를 지양한다[27]. 

멘토링의 유형과 모형

  국내외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멘토링의 유형과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외국 사례

  멘토링의 유형이나 모형 중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

헌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 문헌에서 ‘멘토링’이라 하면 

대부분 신임교수나 학교 선생에게 필요한 멘토링을 많이 다

루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기간 동안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연

구 결과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nsher & Murphy[28]는 전통적인 멘토링의 유형과 

현대적인 멘토링(파워 멘토링)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인 멘토링은 단기간 성공을 목적으로 하며 멘토의 희

망과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데 반해 현대적인 멘토링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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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성공 계획을 목적으로 멘토보다는 프로테제, 즉 멘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멘토링 모형에서 ‘파워 멘토

링’이 시사하는 바는 멘토링이란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

되는 것이 좋으며, 멘티의 욕구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필

요한 경우 한 사람의 멘토가 아닌 다양한 전공분야의 전문가

를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

적인 접근방법보다는 현재적인 접근방법의 유형에 맞는 모형

과 내용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뉴욕의과대학(NYU School of Medicine)에서 배포하고 

있는 멘토링 안내자료를 보면 멘토링의 유형을 4가지로 설명

하고 있다[29]. 첫째는 ‘director mentor’ 유형으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이 유형의 멘토링은 전문성 

개발, 지식 전달, 역할모델 제공, 지지와 격려 등을 주요 내용

을 한다. ‘Peer mentor’ 유형은 말 그대로 동료가 멘토가 되는 

것으로 위계질서가 없으며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 형성이 가능하지만 경험이나 지혜, 전문성 개

발에는 한계가 있다. ‘Multiple mentors’ 유형은 여러 명의 멘

토를 두는 것으로 멘티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매우 유용한 유형이다. ‘External mentor’의 경우 학교 밖에

서 자신의 멘토를 찾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질을 가진 보

다 정확한 멘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서로 이해관

계에서 갈등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매력적이라 할 수 있

다.

2. 국내 사례

  국내 사례의 경우 몇 가지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모형을 

찾을 수 있었다. Lee et al. [30]은 원격·성인학습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요구 분석과 모형 개발을 시도하였는데, 원

격대학생들이 교육의 대상이므로 멘토링의 목표가 중도탈락 

방지, 학습동기 고취, 학생회와 학습동아리 활성화라고 하여 

일반적인 대학교육 목표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멘토링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대학생활 적

응, 학습안내와 지도 그리고 상담과 진로지도라는 일반적인 

멘토링 목적이나 내용과 흡사한 부분이 있다. 한편, Kan [31]

의 연구에서 밝힌 멘토링의 모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습지도형 멘토링 모형(Appendix 1)이고 다른 하나는 진로

지도형 멘토링 모형이다(Appendix 2). 이 모형은 멘토링의 

지원체계를 설명하고, 기대효과, 참여 목적, 역량, 기능, 참여 

동기 요소를 멘토와 멘티의 입장에서 정리하였다. 학습지도

형 멘토링 모형의 경우 멘토의 시각에서 보면 기대효과가 학

습력 제고와 취업률이지만 진로지도형은 취업률과 글로벌 인

재상이 목표이다. 또한 멘토링의 참여 목적에서도 학습지도

형은 멘티의 시각에서 보면 관련과목 성적을 향상하고 학습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지만 진로지도형 모형에서는 다양한 경

험과 진로설정, 인간관계 형성 그리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

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학습지도형 멘토링 모형에서 멘토의 

기능은 가르치고, 관계 형성을 하며,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법

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선후배 간의 유대감을 상승시킨다

면, 진로지도형 모형에서의 멘토는 코칭과 더불어 대학생활 

적응과 설계를 지도하고, 진로와 취업 정보, 자격증이나 공모

전 정보 제공, 성공사례 제공, 인간관계 형성, 그리고 자기 성

찰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Kan [31]의 멘토링 모형은 

학습지도의 측면과 진로지도의 측면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모

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훌륭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는 멘토, 멘토링,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연구

를 통해 그 개념과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통한 결론과 의과대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도교수제도

나 담임반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목표는 이상 살

펴본 멘토, 멘티, 멘토링에 대한 개념과 유사할 수 있으나 현

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도교수제도나 담임반제도의 모습과

는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지도교수제도에 대한 

몇몇 연구들에서도 현행 지도교수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지도교수제도

의 목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지도교수제도의 목적에 대

해 교수들은 바람직한 의사로서의 태도 교육이라고 응답하는 

반면, 학생들은 교수와 학생관계의 증진과 친목이 가장 중요

하다고 응답하였다[18]. 또한 이 연구에서 교수의 시간과 경

험 부족, 대학차원에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미비 등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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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학에서의 지도교수제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Ahn [32]의 연구에서는 지도교수제에 대

한 사전 교육 없이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보완 

대책 없이 방임 형태로 놓아둔 결과 학생들은 교수가 먼저 접

근하기를 바라고, 교수들은 학생들이 언젠가는 찾아와주기를 

바라는 상태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현행 지도교수제도는 그 

취지와 목표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지도교수제도가 그 목적과 목표에 맞게 학생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지도교수제도 또는 멘

토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도교수는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의사로서의 태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자신이 실제적인 역할모

델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은 이런 교수의 역할모델을 보면서 

동일시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태도와 행동 방식에 적용하며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태도교육이 필

요하다. 따라서 학습과 진로에 대한 멘토링뿐만 아니라 인성

과 태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강조하는, 보다 복합적

이면서도 다양한 유형의 멘토링이 제공될 수 있는 모형이 개

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현장에서는 ‘전인적 의료(holistic health)’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 이는 한 사람의 총체적인 건강(well- 

being)에 영향을 주는 모든 잠재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33]. 교육현장에서도 ‘holistic education’

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전인적 교육은 개개인의 정

체성,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사회와 자연과 세계와 연계시켜 그 

가치를 규명하는 과정이다[34]. 즉, 학습자가 학습에 열정을 

가지고 경험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을 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

라서 교육현장에서의 전인적인 교수자의 역할은 통제하고 선

두에 서기보다는 ‘친구, 멘토, 촉진자, 여행 동반자’와 같은 의

미로 본다[35]. 이러한 의미에서 국내 의과대학에서는 지(知), 

정(情), 의(意)를 모두 갖춘 ‘전인적 멘토링(holistic 

mentoring)’을 적용해보기를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전인적 멘토링이란 정서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대변하는 멘토가 일대일 또는 소수의 멘티들과 개별적이고 

지속적이며 밀착된 관계를 맺으면서 멘티가 지, 정, 의를 총체

적이고 균형 있게 갖추도록 함으로써 멘티의 지속적인 성장

과 삶의 목표 실현을 돕는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인적 멘토링 프로그램을 의과대학생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생 전학년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전인적 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사

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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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Career Mentoring Model

Adapted from Kan JS. A study of development of a mentoring model in the university [dissertation]. [Chuncheon, Kore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1 [31].

Appendix 1. Academic Mentoring Model 

Adapted from Kan JS. A study of development of a mentoring model in the university [dissertation]. [Chuncheon, Kore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