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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대학생의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대학 정책 내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향에 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이전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대학생 33명, 코로나19 이후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대학생 

72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코로나19 이전 H대학의 핵심역량의 구성 요인 중 자기혁

신, 도전, 소통, 조화, 성실, 문제해결과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코로나19 이후 핵심

역량의 자기혁신, 도전, 소통, 조화, 성실, 문제해결과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코로나19 이전을 살펴보면,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높은 설명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도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 

요인의 각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를 살펴보면, 핵심역량이 학습만족

도에 높은 비율로 설명력 확보되었고, 핵심역량의 구성 요인 중 자기혁신, 조화는 학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도전

이 학습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대학생

에게 대면으로 진행할때는 도전요인을 강조가 필요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할 때는 도전요인보다는 자기혁신요인이나 조

화요인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코로나19, 튜터링, 대학생, 핵심역량, 학습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new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rograms and comparative studies in university policy by examining how core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ng in tutoring programs affect learning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33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tutoring program before COVID-19 and 72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tutoring program after COVID-19 were surveyed and statistically processed. As a 
result,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innovation, challenge, communication, 
harmony, sincerity, problem solving and learning satisfaction among the components of core 
competencies of H university before COVID-19.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innovation, challenge, communication, harmony, sincerity, problem solving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core competencies after COVID-19. Second, in the pre-COVID-19 period, core 
competence had a high explanatory power on learning satisfaction,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in each of the remaining components except for the challenge. After COVID-19, core 
competence was secured with a high rate of explanatory power, self-innovation and harmony among 
the components of core competence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satisfaction, and 
challenge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learning satisfac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when students participate in the tutoring program,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challenge 
factors and when they proceed in non-face-to-face,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self-innovation 
factors or the harmony factors rather than the challeng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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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과학, 교육,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1]. 그리고 코로나19가 대학

생들의 행동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경험에 현저하게 영

향을 주고 있다[2]. 특히, 국내 대학의 경우 코로나19 이

후 대학 신입생들은 비대면 중심의 수업에 참여하고 있

어서 학교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학생 간의 유대감

형성의 어려움 발생함과 동시에 학업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에 직면하여, 불안한 대학 생활을 경험하고 있다[3].

이와 같은 상황은 학생들의 학사경고를 비롯하여 학업

중도탈락과 학업중단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지방의 

위치한 대학에서 더욱 커다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복근, 김병삼, 정준

오(2009)와 최미나(2015)에 의하면 지방대학은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와 대학에서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과 자

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동료 튜터링 프로그

램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4, 5]. 

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과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

학 차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해왔

으며, 동료 튜터링은 2000년대 이후에 교육적 효과가 검

증되어 확산되어졌다[6-8]. 대학에서 튜터링 프로그램은 

동료 간의 상호교류와 공유,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생의 학업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

다[9].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환경에서 수업 등이 증가하

였고, 온라인 환경에서 학생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고립

감을 극복하며, 적극적인 학습 참여와 구성원 간의 활발

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온라인 

환경에서 실시간 튜터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10-12]. 온라인 실시간 동료 튜터링 프

로그램은 또래 간의 친밀성을 활용하여 편안하고 설득력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교수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다

양한 학생의 요구와 상호작용을 튜터가 대신함으로써 학

습자는 즉각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받을 수 있다[13, 10]. 

코로나19 이전에 튜터링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대면으

로 튜터와 튜티가 1대1로 매칭이 되어 시간과 장소를 정

하고 만나서 가르치며 배웠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

는 대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Zoom, 

Webex 등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

고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동료 튜터링 프로

그램이 튜티 뿐만 아니라 튜터의 학업성취 및 역량 강화

에 효과적이어서,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한 튜터의 경험

을 중심으로 발달과 성취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

다[6, 13-15].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대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

고 대학마다 가지고 있는 인재상을 달성하게 하는 중요

한 도구이다.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개인의 인지적 역량

을 포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정의적 역량, 포

괄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필요한 사회적 역량까지를 포함

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16, 17]. 이러한 핵심역량은 

조미영과 김미영(2018)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고자 하여 핵심역량과 학습만

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핵심역량의 수

준이 높아지면 학습만족도가 높아진다’라는 강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8]. 그리고 이광훈과 

최흥섭(2017)의 연구에서 핵심역량 뉴스포츠 프로그램

이 여학생의 체육수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따라서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튜터링 프로그램의 학습

만족도를 연계해서 살펴본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튜터링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한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고 학업의 욕구를 채워주며 학습만족도를 높

일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업 부진 대학생들의 성적 향상과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학업적 지원과 학습을 

시작,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은 대학생의 학습 과정에서 몰입

할 수 있는 학습자원환경을 마련해 주는 부분과 심리적

인 면까지 고려한 다차원적으로 도움을 주는 연구와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반응과 성

과를 알아보고, 그 차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즉,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한 대학생의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비교함

으로써 대학 정책 내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향

에 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영 중인 튜터링 프로

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핵

심역량과 학습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차이를 검토하는 것

이 연구의 핵심과제다. 이와 같은 핵심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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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1.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습만족도 간

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대학생의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조사 대상의 개요

본 연구는 충청권에 있는 H대학의 교육혁신원에서 운

영 중인 2019학년도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과 2020학년도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을 조

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19년도는 코로나19 이

전 상황, 2020년도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검토하게 

된다. 조사 대상인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을 

위한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절차

와 구성 및 내용은 Table 1에서 제시되었다. H대학에서

는 매 학기 교육혁신원 주관으로 튜터링 프로그램을 개

설하여 학부 전공과목 수강이나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

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이전에 대

면(오프라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튜터 1인과 튜티 1

인이 만나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형태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위험요인이 발휘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줌, Webex,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 튜터1인, 튜티1인이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 실시간으로 운영되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과 코로나19 이후에는 확연히 다른 대학 교육환경 속에

서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

는 튜터링 프로그램의 운영 절차는 사업 공고를 시작하

여 오리엔테이션, 학생들을 통한 현장모니터링, 운영의 

결과 1차와 2차를 거쳐서 우수팀을 선발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시상식을 하게 된다.

2.2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 서산시 H대학교 교육혁신원에

서 진행한 2019학년도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

생 33명(31%)과 2020학년도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 72명(69%)이 그 대상이다. 코로나19 이전과 이

후의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 전부를 포함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핵심역량

핵심역량의 측정도구는 H대학교 재학생의 핵심역량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

하였다[20]. 이 척도는 총 30개 문항으로 성실(5개 문항: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기와 노력을 통해 자신에

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여 목표를 달성), 문제해

결(5개 문항: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트랜드를 

분석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창의

적인 해결방안 모색하고, 성과를 창출), 자기혁신(5개 문

항: 자신의 행동과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성

찰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더불어 타인에 모범이 되는 자

아의 모습을 추구), 소통(5개 문항: 다양한 소통방식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의 추

구하는 목표를 일), 조화(5개 문항: 자신이 속한 사회 및 

문화, 커뮤니티의 특성에 맞게 융화하고, 협력을 통해 네

2019 (Before COVID-19)
operating procedures and main 

tasks

2020 (After COVID-19)
operating procedures and main 

tasks

It is an activity that one tutor and 
one tutee meet and teach and 

learn directly by setting 
face-to-face, offline, time and 

place.

Non-face-to-face, online 
real-time zooming, webex, mobile 

phones, etc.,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by one tutor and 

one tutee

business announcement
(University homepage)

Business announcement 
(University homepage, Education 
Innovation Institute plus friends)

Group selection
(Use/Evaluation Team of Evaluation 

Indicators)

Group selection
(Use/Evaluation Team of 

Evaluation Indicators)

Orientation

(Centered on Selective 
Organizations)

Orientation

(Centered on Selective 
Organizations)

Field monitoring
(Operation of business)

Only the selected team
primary activity grant

perfor-m
ance 

presentat
ion

Utilization of the First 
Submitted Final Report

Field monitoring
(Learning Consulting Performance)

Second presentation 
review

(Evaluation Team)

Opera-ti
on 

result

Utilization of the First 
Submitted Final Report

Second presentation 
review

(Evaluation Team)

Thought formula

(Citation for Excellent Organizations 
and Teachers)

Thought ceremony (Citation for 
Excellent Organizations and 

Teachers)

All performance bonuses for 

outstanding team awards and 
activities teams

Table 1. COVID-19 major work of the pre- and 

post-tutor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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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지속적인 신뢰를 얻는 역량), 도전

(5개 문항: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의식을 가

지고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기회를 모색하는 역량)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고, 5점 Likert척도이다. 2019년 핵심역량의 전체 신뢰

도는 .959,  성실 .965, 문제해결 .964, 자기혁신 .973, 

도전 .968, 조화 .965, 소통 .966이고, 2020년 핵심역

량의 전체 신뢰도는 .972, 성실.950, 문제해결 .949, 자

기혁신 .950, 도전 .950, 조화 .958, 소통 .947이다.

2.3.2 학습만족도

학습만족도는 H대학교 교육혁신원에서 개발한 척도

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21]. 

이 척도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2019년 학습만

족도의 신뢰도는 .967, 2020년 학습만족도의 신뢰도는 

.946이다. 

2019학년도 학습만족도의 경우, 첫 번째 요인은 7개

의 문항으로 1개의 요인으로 묶였고, 이 요인을 학습만

족도라고 하였다. 학습만족도의 신뢰도 Cronbach's ɑ

는 .967이다. 신뢰도 검증에서 신뢰계수 값이 .650 이상

으로 나타나 측정도구 문항 구성이 타당하였다. 변수 간

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되는

지를 나타내는 KMO값이 .856, Bartlett의 유의확률은 

p=.000으로 확인되어 요인분석에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전체 변량의 81.768%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만족도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학습만족도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classification (questions)
learning 

satisfaction
Cronbach's ɑ

learning help .954

.967

improvement of learning level .935

university life interest improvement .930

benefitability .920

goal achievement .918

overall satisfaction .909

learner confidence .859

reparticipation .799

Table 2. Factor Analysis of Learning Satisfaction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처리는 SPSS 20.0 통계프로

그램을 활용하였고, 타당성과 신뢰성을 위해 탐색적 요

인분석, 신뢰도분석을 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피

어슨 상관관계,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핵심역량과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관계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의 핵심역량과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다.

2019년 코로나19 이전 핵심역량의 자기혁신(r=.698, 

p<.01), 도전(r=.796, p<.01), 소통(r=.812, p<.01), 조

화(r=.826, p<.01), 성실(r=.795, p<.01), 문제해결

(r=.813, p<.01)과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로 밝혀졌다. 2020년 코로

나19 이후 핵심역량의 자기혁신(r=.892, p<.01), 도전

(r=.644, p<.01), 소통(r=.734, p<.01), 조화(r=.729, 

p<.01), 성실(r=.768, p<.01), 문제해결(r=.743, p<.01)

과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division
learning satisfaction

pre 2019 2020 Later

core 
comp-ete

nce

self-innovation .698** .892**

challenge .796** .644**

communication .812** .734**

harmonization .826** .729**

sincereness .795** .768**

problem solving .813** .743**

**p< .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ore Competence and 

Learning Satisfaction

3.2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학생의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2019년 코로나

19 이전을 살펴보면 모형의 F값은 13.429, 유의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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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p<0.05)으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의 설명력인 R2값이 0.756(adj R2=0.700)으로 핵심역

량이 학습만족도를 약 70.0%정도 설명할 수 있다. 핵심

역량 세부요인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도전이 .635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하고, 표준화 회귀계수에서 

.703으로 나타났다. 즉, 도전이 학습만족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division B SE β t

pre
2019

(Regulation) 1.408 .397 　 3.546**

self-innovation -.374 .309 -.396 -1.209

challenge .635 .312 .703 2.035*

communication -.180 .501 -.210 -.360

harmonization .589 .599 .687 .983

sincereness -.043 .312 -.050 -.137

problem solving .132 .329 .142 .403

R2=.756, adj R2=.700, F=13.429***

2020 
Later

(Regulation) 1.244 .412 　 3.019**

self-innovation .420 .162 .529 2.586*

challenge -.343 .166 -.459 -2.069*

communication .182 .181 .208 1.009

harmonization .649 .178 .612 3.640***

sincereness -.205 .190 -.209 -1.081

problem solving .093 .164 .111 .568

R2=.599, adj R2=.562, F=1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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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The Effect of Core Competence on Learning 

Satisfaction

2019년 코로나19 이후를 살펴보면, 모형의 F값은 

16.170, 유의확률은 0.00(p<0.05)으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인 R2값이 0.599(adj 

R2=0.562)로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약 56.2%정도 

설명할 수 있다. 핵심역량 세부요인의 영향 관계를 살펴

보면 자기혁신이 .420으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하

고, 표준화 회귀계수에서 .529로 나타났다. 즉, 자기혁신

이 학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도전이 -.343으로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하고, 표준

화 회귀계수에서 -.459로 나타났다. 즉, 도전이 학습만

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조화는 .649

로 유의수준 0.1% 하에서 유의하고, 표준화 회귀계수는 

.612로 나타났다. 즉, 조화가 학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 참

여대학생의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대학 정책 내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향에 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에 그 목적이 있고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대

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습만족도간의 상관관계는 2019년 

코로나19 이전 핵심역량의 구성요인 중 자기혁신, 도전, 

소통, 조화, 성실, 문제해결과 학습만족도간의 상관관계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미영과 김미영(2018)의 연구

에 의하면 핵심역량 정도가 높아지면 학습만족도가 높아

지는 강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본 연구결과도 코로나19 이전 상황에서 튜터링 프로그램

에 참여한 학생이 도전하고자 하는 역량이 높아질수록 

학습에 더 만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핵심역량의 자기혁신, 도전, 

소통, 조화, 성실, 문제해결과 학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미영과 김미영(2018)의 연구에 의하면 핵심역

량 정도가 높아지면 학습만족도가 높아지는 강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본 연구결과도 코

로나19 이후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자기혁

신, 도전, 소통, 조화, 성실, 문제해결 정도가 높아질수록 

학습에 더 만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 학생의 핵심역량이 학

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2019년 코로나19 이전을 살펴보면,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높은 설명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도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 요인 각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19 이전에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요인으로 도전요인

을 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를 살

펴보면,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높은 비율로 설명력 

확보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심역량의 구성 

요인 중 자기혁신, 조화는 학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조미영과 김미영(2018), 이광훈과 최흥섭(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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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전이 

학습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조미영과 김미영(2018), 

이광훈과 최흥섭(2017)의 연구결과와 반대의 맥락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험요인이 발생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4.2 제언

결론을 통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이 연구는 충남지역 대학

에 한 곳을 지정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기에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거나 확대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이는 대학마다 튜터링 프로그램의 특수성이 존

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코로나19 이전이 코로나19 이후보다 튜터링 프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핵심역량이 학습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

대면에서의 활동보다 대면 상황에서 튜터와 튜티 간의 

활동이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만족도

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 된다. 코로나19 이후

에도 비대면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비대면 튜터링 프로그램 활동

을 수행하더라도 온라인의 한계를 넘어 튜터와 튜티 간

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교육환경을 고

려한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

전에는 도전요인이 학습자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도에서

는 자기혁신과 조화요인이 학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

고, 도전요인의 경우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와 같이 학습 및 대학 생활에 위험요인이 등

장하고, 비대면 중심의 학습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학생들

에게 자기혁신을 유도함과 동시에 주변과 연계할 수 있는 

조화역량 수준 정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코로나19 이후에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

생들의 핵심역량과 학습만족도 등에 사전, 사후 조사를 

활용한 효과성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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