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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사이버 생과 일반 생의 사회복지 장실습성과와 문직 정체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

교하여 장실습의 질을 제고하기 한 각 학교의 개입지 을 찾고자 한다. 연구결과, 사이버 생의  장

실습성과가 일반 생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이버 생의 장실습성과에는 수퍼비 , 학교

요인이, 일반 생은 공만족도, 수퍼비 과 학교요인이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문직 정체성

에는 사이버 생의 경우 공만족도, 수퍼비 , 학교요인이, 일반 생은 공만족도, 수퍼비 이 향을 미

쳤다. 이에 실습 수퍼바이 는 분명한 역할과 체계 인 지도를 제공하고, 학교는 학생들의 공만족도를 

높이기 한 노력과 함께 비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 ․사후실습지도가 필요하다. 

 ■ 중심어 :∣사회복지현장실습∣실습성과∣전문직 정체성∣수퍼비전∣학교요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ntervention strategies of university and social welfare 

agency through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field education outcomes and professional 

identity of social welfare in cyber university  and ordinary university student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field education outcome in cyber university students 

is higher than ordinary university ones. Second, supervision and university element are 

meaningful factors to constituent variables of field education outcomes in participants, but major 

satisfaction is only important for ordinary university students. Third, professional identity is 

related to  major satisfaction, supervision, and university element in cyber university students. 

But university element hasn't influence on professional identity in ordinary university students. 

Therefore, supervisors have to give systematic instruction and do clear role model. Universities 

make an effort to improve major satisfaction and the quality as a pre-social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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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Factor∣

* 본 연구는 서울디지털 학교 교비연구과제(SDU-2010-003)로 수행되었음

수번호 : #110905-006 

수일자 : 2011년 09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1년 10월 07일

교신 자 : 최은희, e-mail : towardpine@sdu.ac.kr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 Vol. 11 No. 12476

I. 서 론

사회복지학은 인간에 한 사랑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  지식과 기술을 용하여 인간을 변화시키는 실

천학문이다. 사회복지학을 공하는 학생들은 사회복

지사가 되기 해 이론학습을 통해 실천원칙, 가치 과 

윤리  행동, 문화된 지식체계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사회복지 장에 용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친

다. 이러한 응용과정은 사회복지 장실습(이하 장실

습)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교육과정에

서 장실습은 요한 치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시간

이 소요된다. 

장실습은 실천 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도 이고 계

획된 일련의 경험과정으로 실습생의 능력향상을 목표

로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해 실습과정은 문  

실천능력, 행정 인 능력, 지식  직 인 실천기술 

용능력, 평가능력의 발 과 련된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1]. 이러한 내용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실습생의 능

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실습생으로서의 능력과 한계

에 한 통찰력으로 사회복지 문직에 한 이상과 정

체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 문직에 한 

정체성을 갖는 것은 문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실천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

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효과 이고 효율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문직에 한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은 실습

생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

키는데 매우 요하다.

장실습이 문직 정체성 형성에 요함에도 불구

하고 사회복지사들은 쉽게 양성되고 문성이 약화된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학부제 운 , 야간 특수

학원의 증가, 학 은행제, 사이버 학 등과 같은 다양

한 통로를 통해 사회복지를 공하고 실무 장으로 나

오고 있지만 체계 인 장실습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기 이 여 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일반 학은 

장실습 교과가 임교수가 아니라 시간강사에 의해 운

되거나, 오리엔테이션  실습지도 방문이 제 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습에 한 사 비가 미흡하고 

장실습 시 기   클라이언트와의 계에서 겪는 어

려움에 한 해소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

다. 이와 함께 사이버 학생은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

하고 있어 주말 실습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

학생이라는 이유로 실습을 거부하는 당하는 사례도 발

생한다. 따라서 사이버 학생들은 체계 으로 실습을 

지도해주는 기 에서 실습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며, 

주말 실습을 택할 경우 수퍼바이 의 휴일로 문 인 

수퍼비 을 받을 수 없어 문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의 지도가 표면 으로 부족하게 보여 

지는 일반 생과 실습기  진입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사이버 생들의 실 인 한계에서 출발하여 실습을 

마친 후 이들의 장실습성과와 문직 정체성은 어느 

정도이며, 이것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고찰한다. 재까지 장실습성과와 문직 정체성에 

한 연구는 각각 별도로 진행되었고 일반 학생들을 

상[1-7]으로만 조사되었다. 사이버 학생과의 비교

연구가 무한 상황에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실

습성과  문직 정체성 향상을 한 각 학교 유형에 

맞는 장실습지도의 보완 을 찾고 사회복지 장실습

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구 상자의 특성, 실습기 의 특성, 수

퍼바이 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이버 생과 일반 생의 장실습성과 

 문직 정체성 수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사이버 생과 일반 생의 장실습성과 

 문직 정체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향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현장실습성과

장실습성과는 실습의 학습목표를 실행하는 정도나 

실습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을 수행하는 정도이다[8]. 

장실습성과는 매력 있는 표 이지만 학교나 장에

서 아직 명확하게 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량화하여 

측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9][10]. 



사이버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사회복지 현장실습성과 및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77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실습성과는 최소 120시간 이

상 실습을 한 후 실습기 의 평가를 근거로 학교에서 

학 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11]. 이는 실습

지도자만이 평가하기 때문에 실질 으로 학생들은 본

인들의 실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악하기 어렵다. 

장실습성과에 한 연구는 권 진(2004)이 처음 시

도하 으며, 그 후 장혜경 등(2008), 이형하(2009), 한주

빈(2011)이 연구하 다. 권 진(2004)은 장실습성과

에 향을 미치는 요인  수퍼비  요인을 자세하게 

고찰하 으며, 이  수퍼비  내용이 정 이고, 장소

가 정해져 있고, 매일 규칙 으로 수퍼비 을 받을수록, 

수퍼바이  경력이 길수록 장실습성과가 높았다[12]. 

이형하(2009)는 장실습성과에 한 개념정의  척도

에 한 출처 없이 장실습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실습지도자의 자기인식, 실습지도력과 수퍼비 이

라 제시하 다[12]. 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습지도자의 ‘자기인식’으로 실습지도자의 문직에 

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 성실성이 장실습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장혜경 등(2008)

의 연구도 장실습성과에 한 분명한 개념정의 없이 

실습생의 목표성취정도 문항을 활용하여 장실습성과

를 측정하 다. 장실습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기 의 비 정도, 실습지도자의 역할과 실습생의 

태도로 나타나 실습생과 기 의 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사용한 척도와 연구 상자의 차이가 

있지만 종합 으로 보면 실습성과에 향을 미치는 공

통된 요인은 수퍼바이 의 역할인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장실습성과에 한 연구들은 성과척도 개

발 연구[6][13],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10][14][15],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16]으로 이루어졌

으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는 외국 

역시 많지 않다. 성과에 향을 미치는 연구를 보면, 

Fortune 등(2001)은 집단 간 비교를 통하여 실습지도의 

질  만족도가 실습성과와 련이 있으며, 다양한 방

법으로 실습을 하고 심화실습을 하는 집단의 실습성과

가 더 높다[10]고 제시하 다. 한 Fortune 등(2007)은 

실습성과와 문  기술훈련과의 계를 고찰한 연구

에서, 학생, 학교의 수퍼바이   기  수퍼바이 들은 

실습기간 동안 문 인 기술훈련을 더 많이 받은 학생

들의 능력이 더 향상되었고, 실습에 한 만족도가 더 

높다고 평가하 다[15]. 이상 국내・외 연구를 비교해

보면 외국연구는 다양한 학습활동과 실천 장에서 직

인 실천기술이 얼마나 성장하 나로 장실습성과

를 측정하고 있으며, 실습생, 학교, 기  세 주체가 함께 

성과를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실

습지도의 질 즉 수퍼바이 와의 계는 실습에 요한 

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2. 전문직 정체성
문직 정체성이란 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스스

로 문직업인이라고 내리는 주 인 평가로[17] 

통, 신념, 규범, 가치, 사회복지 실천의 토 가 되는 자

세 등을 설정하고 목표를 향한 방향, 지속성, 목  등을 

제공한다[18]. Hall(1968)은 문직의 정체성을 문조

직의 활용, 공공서비스에 한 신념, 자기 규제에 한 

신념, 직업에 한 소명의식, 자율성으로 보았다[19]. 

문직 정체성이 확립되면 사회복지사들은 직무만족을 

이루게 되고 개인  조직의 업무 효과성, 효율성에 

요한 향을 미치며 나아가 조직에 한 헌신과 클라이

언트에 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정 인 

측면이 있다[20]. 

실습생의 문직 정체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들은 학교의 교수, 실습지도자, 동료 학생들, 

다른 문가 등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 다[21-23]. 즉 

기 , 학교요인은 문직 정체성에 정 인 향을 미쳤

으며, 수퍼비 의 정도, 수퍼바이 와의 계, 공만족

도 등도 유의미한 계를 보 다. 한 학생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이타심과 문교육을 통한 문직 특성에 

한 인식도 학생들의 문직 정체성과 련이 있었다

[24]. 이 밖에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문직 정체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업무의 문성, 일에 한 만족

도, 자신의 일에 한 권 의 정도, 물리  직무 환경, 

수퍼비 , 동료  상사에의 만족도가 유의미한 향 

변수로 나타났다[18][25]. 이러한 연구들은 실습하는 과

정 뿐 아니라 독립 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할 때

까지 주변 환경들은 정체성 형성을 진하는 요인이 되

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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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실습성과 및 전문직 정체성 관련 요인
3.1 수퍼비전 
수퍼비 은 실천 장을 경험하기 해 실습교육을 

받으러 기 에 온 실습생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문

인 사회화를 통해 사회복지실천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

을 단기목표로 삼고, 문 인 실천에 포함된 요한 

요소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5]. 여기

에 Kadushin(1976)은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의 업무와 

련된 좌 이나 불만족을 경험할 때에 그들에게 정서

 지지나 도움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도

와주는데 을 둔 표 , 지지 , 지도  기능을 앞

의 두 가지 기능에 첨가하는 새로운 수퍼비 의 정의를 

제시했다[26].

수퍼비  과정은 최소 두 명 간의 계상황에서 이루

어지고 수퍼바이 와 실습생은 최선을 다하여 동

이고, 민주 이며, 상호존경하고, 개방 이 되어야 하는 

소규모 착된 사회체계를 확립한다[26]. 이 과정에서 

수퍼바이 는 실습생에게 보다 개방 이고 자유롭게 

함으로써 실습생의 불안을 감소시켜 주어야 하며, 실

습생을 한 교육계획과 평가를 해야 한다. 한 실습

생과의 규칙 인 자문회의를 통해 개별 는 집단 지도

감독을 통해 실습활동상의 장단 을 개발하고, 단 에 

해서는 학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히 환류해

야 한다. 아울러 실습생의 이론  배경을 이해하고 실습

지도자 자신의 이론  지식의 향상을 해 학에서의 

교과과정의 내용을 입수하고, 실습생의 학습 진 과 사

회복지기술의 응능력, 지도감독에 한 태도 등을 

학 실습담당 교수에게 알리고 실습평가에도 이를 반

하여야 한다[27]. 즉 수퍼바이 가 실습생을 지도하기 

해서는 기본 인 복지마인드와 함께 이를 가르치기 

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정명숙(2000)은 실습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실천은 실습학생들에게 행해지는 수퍼바이 의 실

습 수퍼비 의 내용들이며 한 수퍼바이 로 부터 받

은 지도감독의 경험은 자기인식과 자기개방  졸업이

후의 문직에 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이므로 

매우 요하다고 지 하고 있다[27]. 한 조수민(2006)

은 실습 경험이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문직 정체성

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에서는 실습 련 요인 에

서 수퍼비 의 수 과 정규성 여부가 문직 정체성에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장실습

성과와 련하여 정수경(2003)은 실천수행능력은 수퍼

비 의 향을 받으며, 이 외에 수퍼비  시간(정규성)

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했다[4]. 그러나 

수퍼비 의 하 요인  지지  사 계는 실천수행

능력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 계를 통해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나 는 것이 실습생과 수퍼바이 의 바

람직한 계처럼 진행 되어 왔고, 특히 한국에서는 그

러한 계가 습처럼 내려왔으나 이것이 실제로 실습

생의 실천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오히려 부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이러한 정 인 향을 미치는 연구와 함께 김선화

(2001)는 교육 , 행정 , 지지  수퍼비 과 실습생 목

표 성취정도와의 상 계를 분석하 지만 그 상

인 향력을 밝히지는 못하여 계성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29]. 

3.2 학교요인
장실습수업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으로 사회복지 

이론을 실천에 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학생들이 학교

의 수퍼비 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30]. 장실습수업

은 실습기 과 학교의 연계  학습의 통합으로서 그 의

미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습기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습경험을 공유하며 실습담당교수와 실습생 상호

간의 피드백  조언을 통하여 실습과제 수행의 발 방

향을 모색하도록 돕는다. 한 장실습 수업을 통해 실

습경험에 해 비 으로 사고하고 실습기 에서 발생

하는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 인 사회복지 지

식을 서비스 상자의 문제해결에 용할 수 있도록 돕

는 역할을 하며 학습의 기회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 

학교의 실습지도 교수는 실습기 의 선택과 학습경

험의 원조, 실습과정 의 문제해결과정에 원조를 제공

하고 실습생에 한 최종평가를 하며 실습기 과 실습

지도자에 한 평가를 한다[30]. 따라서 학교는 실습과 

련된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며, 특히 기

과 상호 조직 이고 동 인 계를 수립해나가야 한



사이버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사회복지 현장실습성과 및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79

다. 이러한 에서 학교는 실습교육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와 사회복지 문직 정체성에 향을 미치는 요

인에 한 연구에서 정수 (2006)은 본인의 공만족

도, 장실습수업  실습담당지도교수에 한 만족도

가 높을수록 문직 정체성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얻었

다[31]. 조수민(2006)도 역시 학교실습요인이 문직 정

체성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밝  실습교육

에 있어 수퍼바이  역할 뿐 아니라 학교역할의 요성

을 제시하 다[22]. 그러나 순덕기(2010)의 연구에서는 

학교요인은 문직 정체성 형성에 직 인 향을 미

치지는 않았으나 임 워먼트를 매개로하여 정체성 형

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지 까지 학교요인과 장실습성과와의 계를 악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실습이 장에서 이루어지기 때

문에 학교가 장실습성과에 직 인 향을 주지 않

을 것이라고 본다고 추측되나 학교는 기 과 함께 실습

의 주체로 오리엔테이션, 실습교육 등으로 배운 기술들

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여 그 향력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한주빈(2011)은 장실습성과에 한 

연구에서 학교요인이 장실습성과를 조 한다고 보고

하 다[5].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
장실습성과  문직 정체성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알아보기 해 연구 상은 실습경험이 있는 학

생으로 하 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010

년 2학기에 장실습을 마친 사이버 학생 250명, 일반

학생 25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사이

버 학생은 오 라인에서 진행하는 최종평가회에 참여

하여 조사를 하 으며, 일반 학생의 경우는 충청남북

도 4개 학( 문  1개교)을 심으로 설문을 의뢰하

여 조사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5.0을 통하여 기

술통계, t-검증, ANOVA, 회귀분석을 하 다. 

2. 조사도구
2.1 현장실습성과
장실습성과는 Collins 등(1992)이 개발한 Practicu 

m Evaluation Form을 번역하여 사용한 권 진(2004)의 

것을 사용하 다. 총 24문항의 5  척도로 구성되었으

며 수가 높을수록 성과수 이 높다. 권 진(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 94이다.

2.2 전문직 정체성
사회복지 문직 정체성은 순덕기(2010)의 것을 사용

하 다. 이 척도는 Hall(1968)이 개발한 척도로 이후 

Anderson(1977)이 사회복지실습생을 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 다. 순덕기(2010)의 연구에서 신뢰

도는 .69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0이다. 

2.3 수퍼비전
수퍼비 은 순덕기(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로  

지지  공 계, 지지  사 계, 행정  수퍼비 , 

교육  수퍼비 의 내용을 측정하며 5  척도로 구성

되었다. 수가 높을수록 수퍼바이 가 실습생에게 수

퍼비 을 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신뢰

도는 Cronbach α .94이다.

2.4 학교요인
학교요인은 강희자(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활용하 으며, 이 척도는 실습세미나 시간에 실습지도 

교수, 타 실습생과의 정보 교환  조언과 지지를 얻는 

정도, 실습담당 교수가 실습생에게 보이는 심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강희자(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 .95이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실습관련 특성
연구 상자들의 일반 인 특성  실습 련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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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실습관련 특성

변인
사이버 생 일반 생

n % n %

성별
남 70 29.5 51 22.7
여 167 70.5 174 77.3
계 237 100.0 225 100.0

연령
 대

20대 19 8.0 182 80.9
30대 84 35.4 11 4.9
40대 95 40.1 23 10.2
50대 39 16.5 9 4.2
계 237 100.0 225 100.0

학년

2학년 0 .0 77 34.2
3학년 74 31.2 0 0
4학년 163 68.8 148 65.8
계 237 100.0 225 100.0

전공
만족

불만 0 .0 19 8.4
보통 29 12.2 76 33.8
만족 154 65.0 100 44.4

매우만족 54 22.8 30 13.3
계 237 100.0 225 100.0

실습
기간

방학중 72 30.4 197 87.6
학기중 132 55.7 15 6.7
혼합 33 13.9 13 5.8
계 237 100.0 225 100.0

실습
요일

평일 105 44.3 190 84.4
주말 55 23.2 12 5.3
혼합 77 32.5 13 10.2
계 237 100.0 225 100.0

실습
기관

사회복지관 26 11.0 109 48.4
생활 및
이용시설 195 82.3 96 42.7

기타 16 6.7 20 8.9
계 237 100.0 225 100.0

학교
실습
수업

동시에 174 73.4 30 13.3
이전학기 14 5.9 28 12.4
다음학기 49 20.7 156 69.3
수업없음 0 .0 11 4.9

계 237 100.0 225 100.0

먼  사이버 생의 경우 남자가 29.5%, 여자가 

70.5%로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 는 30 가 35.4%, 40

가 40.1%로 30, 40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학

년은 부분 4학년이었으며 공에 해서는 87.8%가 

'만족'이상의 반응을 보 다. 실습은 주로 방학 과 학

기 에 각각 30.4%, 55.7%가 하 으며, 44.3%가 평일

을 이용하 지만 주말에 실습을 한 경우도 23.2%이었

다. 실습기 은 사회복지 보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이 82.3%이었으며 학교의 실습수업은 부분 실습과 

같은 학기에 이루어졌다.

일반 생의 구성은 남자가 22.7%, 여자가 77.3%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았다. 연령 는 20 가 80.9%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사이버 생  20 가 8.0%인 것

과는 조를 이룬다. 학년은 2학년이 34.2%, 4학년이 

65.8%로 공만족도는 57.7%가 '만족'이상의 분포를 

보 으나 사이버 생 보다는 만족도 비율이 낮았다. 실

습은 방학  87.6%가 마쳤으며 평일을 이용한 경우가 

84.4%를 차지하 다. 주로 실습한 기 은 사회복지

으로 48.4%, 생활시설  이용시설은 42.7%로 사이버

생의 사회복지  실습이 11.0%인 것과는 조를 이

룬다. 학교 실습수업은 실습을 마친 후 다음 학기에 이

루어지는 경우가 69.3%로 가장 많았다.

표 2. 수퍼바이저 및 수퍼비전 특성

변인
사이버 생 일반 생

n % n %

성별
남 115 48.5 81 36.0
여 122 51.5 144 64.0
계 237 100.0 225 100.0

학력

대졸이하 141 59.5 103 45.8
대학원
재학이상 78 32.9 82 36.5

모름 13 7.6 11 17.8
계 237 100.0 225 100.0

직위

평직원 및 팀장 70 29.5 100 44.5
과장 34 14.3 53 23.6
부장 51 21.5 30 13.3
기관장 82 34.6 42 18.7
계 237 100.0 225 100.0

수퍼
비전
형태

개별 110 46.4 70 31.1
집단 32 13.5 74 32.9
혼합 95 40.1 81 36.0
계 237 100.0 225 100.0

수퍼
비전
시간

수퍼바이저
원할 때 58 24.5 45 20.0

실습생이
원할 때 21 8.9 23 10.2

상호협의한 시간 53 22.4 38 16.9
기관에서 
정한시간 91 38.4 95 42.2

거의 받지못함 14 5.9 24 10.7
계 237 100.0 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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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 의 수퍼바이  특성은 [표 2]와 같다. 사이버

생의 수퍼바이 는 남자가 48.5%, 여자 51.5%이었으

며 이들은 4년제 졸 이하의 학력이 59.5%, 학원재

학 이상이 32.9%로 나타났다. 수퍼바이 의 직 는 기

장이 34.6%로 가장 많았다. 사이버 생들은 실습기

간 동안 개별수퍼비 을 46.4%가 받았으며, 개별수퍼

비 과 집단수퍼비 을 혼합하여 받은 경우도 40.1%로 

나타났다. 수퍼비  시간은 기 에서 정한 실습시간에 

받은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았으며 수퍼바이 가 원

할 때 비정기 으로 24.5%, 상호 의 한 시간에 받은 

경우가 22.4% 순이었다.

일반 생의 수퍼바이 는 남자가 36.0%, 여자 64.0%

로 여자가 더 많았으며 수퍼바이 의 학력은 학원재

학 이상이 36.5%로 부분 학력이 높았다. 이들의 기

에서 직 는 장  평직원이 44.5%, 기 장 18.7%로 

사이버 생들의 수퍼바이 가 장  평직원 29.5%, 

기 장이 34.6%인 것과는 조를 이룬다. 이는 일반

생의 연령이 20  은 학생들이기에 주로 장  평

직원이 수퍼비 을 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수

퍼비 은 개별, 집단, 혼합수퍼비 이 비슷한 분포를 보

으며, 수퍼비  시간은 기 에서 정한 실습시간에 

42.2%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수퍼비 을 받

지 못한 경우도 10.7%로 나타났다.

2. 현장실습성과, 전문직 정체성과 관련된 변인들
의 기술통계치 및 집단 간 차이

연구 상자들의 장실습성과와 문직 정체성  

련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집단 간 차이는 [표 3]과 같

다. 실습성과수 은 사이버 생(3.67)이 일반 생(3.38)

보다 더 높았으며(t=4.63, p<.001), 문직 정체성에서

도 사이버 생(3.44)이 일반 생(3.29)보다 더 높게 나

타났다(t=5.22, p<.001). 한 실습성과  문직 정체

성 련변인인 수퍼비 (t=3.50, p<.001), 학교요인

(t=2.74, p<.01)에서도 사이버 생과 일반 생은 유의미

한 수 차이를 보 다. 이러한 차이는 장실습과 

련하여 사이버 생이 일반 생보다 학교의 지도와 수

퍼비 을 더 히 받으며, 장실습성과를 더 높이 

평가하고, 문직에 한 더 굳건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 연구대상자의 현장실습성과 및 전문직 정체성과 관련
된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집단 간 차이

사이버 생
(n=237)

일반 생
(n=225) t

M(SD) M(SD)

현장실습성과 3.63(.61) 3.38(.55) 4.63***

전문직 정체성 3.44(.29) 3.29(.33) 5.22***

수퍼비전 3.80(.64) 3.59(.69) 3.50***

학교요인 3.65(.73) 3.48(.63)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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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장실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일부 변수들에 해서는 더미변수화(성별: 남 1, 여 

0/ 연령: 20  1, 그 외 0/  실습기  종류: 사회복지  

1, 그 외 0/ 수퍼비  형태: 개별 1, 그 외 0/ 수퍼비  

주 기: 정기  1, 비정기   그 외 0 )한 후 회귀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현장실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모형  

 독립 변인

장실습성과

사이버 생 일반 생

β t β t

개인
요인

성별 .10 1.55 .09 1.52

연령 -.09 -1.39 -.13 -1.96

전공만족도 .00 .04 .23 3.35
***

기관
요인 기관종류 -.06 -.91 -.05 -.74

실습
지도
요인

수퍼비전
 형태 .08 1.27 -.12 -1.86

수퍼비전
주기 -.01 -.16 -.07 -1.08

수퍼비전 .15 2.15* .23 3.14
**

학교요인 .14 1.96* .13 1.98*

F 3.09** 10.76***
R² .098 .285

adj-R² .066 .259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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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실습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으며 사이버 생의 경우 수퍼비 (β=.14, p<. 

05), 학교요인(β=.15, p<.05)만이 향을 미쳤으며 실습

성과의 6.6%를 설명한다. 수퍼바이 가 체계 인 수퍼

비 을 제시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실습에 해 더 

심을 쏟을 때 장실습성과는 향상된다.

일반 생의 경우는 공만족도(β=.23, p<.001), 수퍼

비 (β=.23, p<.01)  학교요인(β=.13, p<.05)에 한 

만족이 더 높을수록 장실습성과가 높아진다. 이 회귀

모형의 장실습성과 설명력은 25.9%로 사이버 생의 

설명력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공만족도의 향력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생의 경우 공

만족도에 한 제고가 장실습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

음을 인지하여 사회복지학에 한 심을 제고할 수 있

도록 학년부터 지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4.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문직 정체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5]와 같

으며 사이버 생의 경우 공만족도, 수퍼비 , 학교요

인으로 공만족도가 높을수록(β=.19, p<.01), 수퍼비

이 체계 일수록(β=.16 p<.05), 학교가 더 심을 보

일수록(β=.21 p<.001) 정 인 향을 미쳤다. 이 회귀모

형의 문직 정체성 설명력은 17.2%이다. 

표 5.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모형  

독립 변인

문직 정체성

사이버 생 일반 생

β t β t

개인
요인

성별 .10 1.60 -.06 -1.04
연령 .03 .45 -.06 -.97

전공만족도 .19 3.10** .30 4.50
***

기관
요인 기관종류 -.12 -1.95 -.11 -1.84

실습
지도
요인

수퍼비전 형태 .04 .72 -.01 .12
수퍼비전 주기 -.05 -.84 -.06 -.89

수퍼비전 .16 2.40* .24 3.2***
학교요인 .21 3.25*** .12 1.82
F 7.11*** 11.02***

R² .200 .290
adj-R² .172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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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생의 경우 공만족도, 수퍼비 이 향을 미

쳤으며 체 설명력은 26.3%이다. 즉 공만족도가 높

을수록(β=.30 p<.001), 수퍼비 에 만족할수록(β=.24 

p<.001) 문직 정체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일하 으며, 사이

버 생의 경우 학교요인이, 일반 생의 경우 공만족

도의 향력이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사이버 학의 경

우 온라인 학이라는 특수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오

모임의 활성화와 학교와의 지속 인 교류 등이 필요함

을 시사하며, 일반 학은 장실습성과와 마찬가지로 

공만족도의 향상을 한 단계 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Ⅴ. 논의 

장실습은 사회복지사 양성의 필수과정으로 핵심주

체인 학생, 기 과 학교의 력을 통해 그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 생과 일반 생을 상

으로 장실습성과와 문직 정체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그 향력을 악하여 각 학교의 개입지 을 찾

고자 하 다. 주요 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생과 일반 생의 장실습성과와 

문직 정체성의 평균 수는 모두 3  이상이었으며, 사

이버 생의 장실습성과가 일반 생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지 까지의 장실습성과  문직 

정체성에 한 연구  사이버 생과 일반 생간의 비

교 연구가 없어 이 결과를 뒷받침하기는 어려우나 일반

생을 연구한 한주빈(2011)의 연구에서도 장실습성

과가 3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 검사를 하지 않아 

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으나 최소 120시간의 실습

장체험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는데 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한 사이버 생의 수

가 더 높은 것은 공에 만족하는 비율, 학교의 지도방

식 차이, 수퍼비 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한 사이버 생의 경우 졸업 후 기 을 운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장실습성과  문직 정체성 

수를 더 높게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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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이버 생의 경우 장실습성과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은 수퍼비 , 학교요인이었으며, 일반 생은 

공만족도, 수퍼비 , 학교요인으로 나타났다. 먼  공

통 으로 향을 미친 수퍼비 을 살펴보면 수퍼바이

와의 면 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퍼비 은 학생

들의 실습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수퍼비 은 지지 인 공 ・사 계 형성, 이론과 실

천통합지도, 기 업무지도, 학교교육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 ・교육 ・지지 인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조화롭고 체계 인 지도가 학생들

의 장실습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한주빈(2011), 이형하(2009), 정수경(200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한주빈(2011), 이형하

(2009)는 수퍼비 에 한 만족도가 장실습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 다. 한 실천수행능력과 수퍼

비 과의 계를 연구한 정수경(2004)은 수퍼바이 와

의 지지 인 계형성보다는 이론과 실천통합 지도, 기

업무지도, 학교교육인지가 실습생들의 실천수행능력

에 향을 미쳤으며 실습기 에서의 체계 인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른 요인보다 수퍼비 이 실습성

과에 강력하게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장을 통한 

학습효과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사이버 생의 경우 수퍼바이 의 부재를 경험하는 주

말실습의 경우 수퍼비 을 통한 성장은 으로 필

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그러므로 비사회복지사의 

숫자에 발맞추어 기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회와 같

은 곳에서 문 인 수퍼바이  양성하고 교차 으로 

주말에도 배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수퍼바이 의 

장경험의 풍부함만으로 실습성과를 제고하기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논리 이고 체계 인 지도와 달을 요

구된다. 

학교요인의 경우 각 학교의 학생지도 열정은 학생들

의 실습성과와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단  학생이 

재학하는 사이버 학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 회가 권

고한 30명의 학생당 실습지도교수 1인을 배치하며, 오

라인 수업의 병행으로 지도를 철 히 할 필요가 있

다. 일반 학은 오리엔테이션의 수행으로 학생들의 실

습 비를 철 히 하고, 방학기간 학생들의 실습지도를 

통한 방문, 시간강사가 아닌 임교수진의 실습지도  

실습 후 세미나를 통한 수업강화로 질 인 제고를 꾀하

는 것이 요구된다.

공만족도는 일반 생의 장실습성과에만 향을 

미쳤다. 공에 한 심과 열정이 높을수록 실습에 

헌신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장실습성과의 차이

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생의 공만족도 평

균은 4.11로 상당히 높은 수 이어서 장실습성과에 

한 향력을 구별해 내기가 어렵다. 이는 인생의 체

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성인학습자들의 경우 공만족도는 상당히 올라

가고 이것이 장실습성과수 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생의 공만족도 평균은 3.60으

로 낮은 수 은 아니나 공의 선택이 성 과 직 인 

련을 맺고 있는 20 라는 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학에 한 공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은 이해할 수 있

다. 이러한 공만족도는 장실습에 임하는 태도를 결

정한다고 할 수 있고 장실습성과에도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실습기 들은 이론과 장을 통합 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수퍼바이 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수

퍼비 을 체계 으로 제공해야한다. 아울러 일반 학

교에서는 학생들의 공만족도를 높이기 한 노력으

로 실습성과를 더 향상하고 비사회복지사로서의 자

질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문직 정체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이버

생의 경우 공만족도, 수퍼비 , 학교요인이었으며 

일반 생은 공만족도, 수퍼비 으로 나타났다. 공

만족도가 높은 실습생의 경우 실습에 한 에 지 투입

이 낮은 사람보다 더 높아 교육  수퍼바이 의 지도

에 한 수용력이 높고 문직이 필요로 하는 가치, 문

화 등을 빠르게 흡수하여 문직으로 사회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퍼비 이 문직 정체성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

는 김태순(2008), 조수민(2006)의 연구와 일치하지만 순

덕기(2010)는 장실습이 사회복지정체성에 향을 미

치는가에 한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수퍼

비 요인은 사회복지정체성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시하여 일 된 결과를 얻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수퍼바이 가 사회복지 공생들의 역할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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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얼마나 문 인 태도나 역량으로 실습생과의 계

를 형성하느냐, 수퍼바이 로 부터 얼마나 만족스러운 

수퍼비 을 받고 있느냐가 공학생들의 졸업 후 사회

복지실무자가 되기 한 문직업의식 수 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실습 때 만나는 사

회복지사라는 창을 통하여 사회복지라는 세계를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하는 말과 행동은 학생들에게 사

회복지사로서 이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요한 갈림길

이 될 수 있어 문 이고 질 높은 수퍼바이 를 양성

하기 한 교육훈련 로그램이 실하다고 사료된다. 

단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도를 넘어 사회복지에 

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수퍼비 은 사회복지직에 

한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사이버 생에게만 유일하게 향을 미친 학교요인은 

실습 련 특성에서도 나타나듯 실습과 같은 학기에 진

행되고 있어 실습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교수나 동료들

의 조언과 지지를 얻기가 수월하다. 한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학교공부의 보완으로 사  오리엔테이션, 보

고회 등 오 라인 모임의 활성화는 사회복지에 한 소

속감을 강하게 불어넣어주며 문직 정체성에 향력

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온라인에 한정된 

교육이 아니라 지속 인 오 라인 모임의 활성화를 통

해 학교와의 유 감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

러 학교요인의 향력이 미미하게 나타난 일반 학생

의 경우 학교의 극 인 실습지도노력을 통하여 문

직 정체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스 가 

처음 사회복지사는 문가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직은 문성을 갖추기 해 상당한 노

력을 해왔으며, 이제는 문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따

라서 문직에 걸 맞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해서

는 장의 체계 인 수퍼비 과 학교의 지속 인 노력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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