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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 장실습 련 요인이 사회복지 공학생들의 임 워먼트에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으로써 사회복지 공학생의 역량강화를 한 사회복지 장실습교육의 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

다. 이를 해 경상남도 G지역과 J지역 학에서 사회복지 공 학생  사회복지 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 우선 사회복지 장실습을 이수한 학생들의 임 워먼트 

정도는 3.71 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 워먼트에 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장실습 련 요인을 

실습생 개인 요인, 실습기  요인, 학교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역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실습생 개인요인에서는 실습수행도(β=.123, t=2.405, p<.05), 실습기  요인에서는 실습슈퍼바이  만족도

(β=.176, t=2.446, p<.05), 학교 요인에서는 실습수업 만족도(β=.284, t=5.061, p<.001) 등이 임 워먼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습생 개인 요인, 실습기  요인, 학교 요인을 모두 고려할 경우 임 워먼

트에 향을 주는 요인은 실습수업내용 만족도(β=.257, t=4.495, p<.001)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임 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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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work field practicum related factors 

on empowerment of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For this purpose, a survey of the 

university students with completing social work field practicum was conducted and data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empowerment level of the 

students with completing social work field practicum is 3.7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each sector by dividing the factors related to the social welfare field practicums 

affecting the empowerment into individual factors, practical institutional factors, and school 

factors. Degrees of practice(β=.123, t=2.405, p<.05),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supervisor(β = 

.176, t = 2.446, p <.05), the lecture satisfaction level of the practicum(β=.229, t=4.018, p<.001) 

were found to affect the empowerment in each sector. But in final analysis with all factors have 

been concerned, the lecture satisfaction level of the practicum(β=.257, t=4.495, p<.001)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mpowerment.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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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회복지 장실습은 교육기 인 학, 실습기 인 

사회복지시설, 실습생인 사회복지 공학생들이 참여하

여 합의한 기간에 실습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학 을 

부여하는 교육기 의 교육과정을 말한다[1]. 즉, 실습 

 실습기   교육기 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 

실습실시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과 슈퍼비 , 실습이후에 진행되는 실습세미나와 실습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실습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동시

에 경험하게 된다. 사회복지 장실습은 사회복지 공

학생들이 사회복지사라는 문직 자격을 획득하기 

한 필수과정으로, 학교에서 습득한 다양한 이론과 실천

기술을 장실습을 통해 통합  실천과정을 익 , 향후 

역량과 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되는 비기간을 

거치는 것이다. 이 듯 비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

공학생들을 한 사회복지교육과정에서 사회복지 장

실습은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2]. 즉, 실습교육

은 사회복지의 핵심이며, 학생의 이론  지식을 실천 

기술로 환시킬 기회가 되고[3], 나아가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고 문성을 키우며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가 

된다[4]. 한 실습은 실습생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장이며, 사회복지사로서의 문 인 자질

을 검증받는 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5]. 

한편, 이러한 사회복지 장실습의 의의와 효과에 

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장실

습의 의의가 요함에도 불구하고 체로 실습만족도

나 슈퍼비  만족도 등에 련된 연구들이 많은데[6], 

그 에서도 사회복지 장실습의 주된 향력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공자의 진로태도[7]나 

진로결정[8], 사회복지 문직 정체성[5][9-11], 사회복

지실천 효능감[6][12][14], 진로발달  문직업의식

[13][15-17] 등에 각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향력은 임 워먼트라는 보다 포

이고 통합 인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임 워먼트는 사회복지교육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실

천 장에서도 매우 강조되는 개념이지만 서비스 당사

자나 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의 임 워먼트에 집

하는 경향을 보여 비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 공학

생의 임 워먼트에 한 논의는 많지 않아 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사회복지사의 임 워먼트가 서비스 당

사자와 사회복지기 에 미치는 향이 크며 임 워먼

트를 지속 인 과정으로 볼 때, 비 사회복지사를 양

성하는 사회복지교육과정에서 사회복지 공학생들의 

임 워먼트에 한 경험과 과정 혹은 수 은 향후 사회

복지사 직무에 향을 미치는 매우 요한 요인으로 생

각된다. 즉 임 워먼트의 형성을 지속 인 과정으로 

악한다면,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서 사회

복지 공학생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임 워먼트는 달라질 것이다. 사회복지 공학생들의 

임 워먼트에 한 선행연구가 있으나 부분 임 워

먼트를 독립변수로 다루어 임 워먼트 향상을 제조

건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장실습의 성과에 한 논의가 

체로 실습 만족도나 슈퍼비  만족도와 련된 한계

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장과 사회복지사에게 요한 

개념으로 두되어 온 임 워먼트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사회복지 장실습을 이수

한 사회복지 공학생들이 인식한 임 워먼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 사회복지 장실습 련 여러 요

인들이 임 워먼트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는 것이

다. 즉, 사회복지 장 실습 요인을 실습생 개인 요인, 실

습기  요인, 학교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임 워먼트에 

한 각각의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 장실습은 사회복지 공학생들에게 다양

한 휴먼 서비스 로그램에 사용 될 지식과 기술을 이

론 학습에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18]. 한 

사회복지 장실습은 사회복지 공학생의 실천  지식, 

기술  가치 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교과

과정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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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복지 장실습에 한 기 은 사회복지사

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실습기 은 법 제2

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련된 법인‧시설, 기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

사 1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3년 이상 는 사회복지

사 2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

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장실습 시간

은 120시간 이상이며, 실습기 과 실습생의 사정에 따

라 학기  실습과 방학  실습을 선택할 수 있다. 

한사교  회원 학을 상으로 한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체의 99.0%가 필수강좌로 사회복지 장실

습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46.9%의 학과에서는 추

가 으로 실습2과목을 선택교과목으로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20] 사회복지교육에서 사회복지 장실

습의 비 은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장실습은 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

을 장에 용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기   문사

회복지사의 향을 받아 사회복지사가 가져야하는 가

치와 지식, 기술 등을  배양하는데 있다. 한 사회복지

사로서의 자신의 강 과 약 에 해 탐구하고 사회사

업 문직이 자신의 흥미와 성에 맞는지, 장래 직업

으로 사회복지사가 한지를 평가해 보는 기회를 제

공한다는 에서 그 요성을 찾을 수 있다[21]. 

사회복지 장실습의 주체를 살펴보면, 실습생, 사회

복지기 , 학교이며 이들 각 주체는 미래의 문 사회

복지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각 주체의 입장에 따라 다

음과 같은 목 을 가지고 있다[22].

첫째, 실습생은 사회복지 장실습을 통해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의 습득, 사회복지 장에서의 지식과 기술 

용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개발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기 은 사회복지 장실습을 통해 미

래의 사회복지사를 훈련  교육시키고, 서비스 당사자

에 한 서비스 역의 확장  자원연계를 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실천의 질  수  

향상  인력확보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는 사회복지 장실습이 이론과 실천을 연

계하여 교육할 수 있는 기회이며, 학생들의 실무 장에 

한 이해를 높이고 장에 한 지속  을 가능  

하는 계기이며 나아가 사회복지교육의 효과성을 평가

할 수 있으며 슈퍼비 의 실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2. 임파워먼트

조직 리차원에서 임 워먼트 정의를 살펴보면, 조

직원들에게 자신이 조직을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

는 능력이나 힘 등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과

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 워먼트를 해서 능력

과 의지를 키우는 일, 공식  권한을 임해 주는 일, 그

리고 의사결정과정에 실제로 참여토록 하는 일들이 

제되어야 한다[23]. 사회복지 역에서 본다면, 사회복

지사가 자신의 일에 한 자신감, 일에 한 향력, 일

을 수행하기 한 환경조 , 통제능력, 업무수행능력 등

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 한 로 사회복지 장실습의 과정이 자신

의 능력과 동기에 해 재고하고 확신하는 과정 혹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과 자아인식을 갖게 하는 과

정,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배양하는 과정이라면 이

것이 ‘임 워먼트’로 표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의 임 워먼트 척도를 개발한 Leslie과 

Holzhalb과 Holland[24]는 사회복지조직에서 사회복지

사의 업무환경에 한 통제, 조직구성원들과의 계 속

에서 얻는 직무성과 조직 내에서 평가되는 자신의 가

치, 직무수행 시 느끼는 자기 효능감, 자신의 권한 등을 

임 워먼트의 구성요소들로 보았다. 한 이들은 임

워먼트의 개념을 조직의 특성으로서의 합법 인 워

(power) 는 권한이라는 생각에 기 한 것으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권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24]. 이처럼 임 워먼트는 역동

인 환경 속에서 개인의 권한을 확장해나가는 일련의 지

속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본 연구에서는 임 워

먼트를 최민 [25]의 연구에서 인용한 Leslie과 

Holzhalb과 Holland[24]의 정의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공학생들의 자기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자

기효능감을 고취시키고 사회복지 공학생이 지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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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일에 한 자신감, 일에 한 향력과 그 일을 

수행하기 한 환경 조 통제능력, 업무 수행능력 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하 다.

3. 사회복지현장실습과 임파워먼트의 관계

사회복지 장실습에 한 선행연구들  실습에 따

른 결과로, 사회복지 장실습이 사회복지 공자의 진

로태도[6][7]나 진로결정[8], 사회복지 문직 정체성

[5][9-11], 사회복지실천 효능감[12-14],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진로발달  문직업의식[15-17]등에 각각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복지 장실습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진로, 사회복지효능감, 사회복

지직의 문성 등 다양한 변인이 각각 활용되었다. 이

는 실습수행능력에 한 측정과 실습교육의 성과에 

한 사정을 한 표 화 된 성과지표가 미흡한 재의 

상황이 반 된 결과로 볼 수 있다[26].

한편으로, 사회복지 장실습이 사회복지 공학생들

의 유능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강화를 통해 문

인 성장과 발 을 이루게 됨을 목 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습경험과 사회복지 공학생들의 역량강화

를 의미하는 임 워먼트와의 련성에 한 연구는 매

우 제한 이다. 사회복지 장실습과 사회복지 공학생

의 임 워먼트간의 향 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

[25][27][28]이 있으나 임 워먼트를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 있으며, 사회복지 장실습과 련된 다양한 변인들

을 모두 고려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 공학생 상의 임 워먼트를 한 실습 

연구는 실습을 통해 실습생 자신이 비사회복지사로

서의 능력과 한계에 한 통찰력을 기르고 자기인식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해서는 

실습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임 워먼트는 매우 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 장실습과 련된 다양한 

변인들과 사회복지 공학생들의 임 워먼트 간 향 

계를 검증함으로써 사회복지 공학생들의 임 워먼

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사회복지 장실습을 이수한 사회복지

공학생들의 임 워먼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실

습생 개인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 사회복지 장실습을 이수한 사회복지

공학생들의 임 워먼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실

습기  요인 무엇인가?

연구문제3. 사회복지 장실습을 이수한 사회복지

공학생들의 임 워먼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학

교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4. 실습생 개인 요인, 실습기  요인, 학교 

요인  사회복지 장실습을 이수한 사회복지 공학생

들의 임 워먼트에 가장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

은 무엇인가?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복지 장실습을 이수한 사회복지 공

학생들이 인식한 임 워먼트 정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임 워먼트에 향을 주는 변인을 실습생 개인 요인, 

실습 기  요인, 학교요인으로 나 어 알아보고자 하

다. 즉 사회복지 장실습을 구성하는 세 주체 즉 실습

생요인, 실습기 요인, 학교요인을  주요변인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선행연구  오혜경과 

하지 [22], 김승용과 박은주[30]에서 사회복지 장실

습의 구성이 학생, 실습기 , 학교, 슈퍼비  등으로 구

분하고 있으며, 김희수와 안정선과 배진형[31]의 연구

에서도 실습교육체계 개선안을 학생차원, 기 차원, 학

교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

․실습생 개인 요인
․기  요인
․학교 요인

종속변수

임 워먼트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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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상은 경상남도 G지역과 J지역 4년제 

학과 2년제 학에서 사회복지 공 학생  사회복

지 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을 상으로 하 으며, 표본

추출방식은 임의표본추출방식을 활용하 다. 방학  

사회복지 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을 상으로 2017년 9

월 1일부터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

문조사의 의도와 목 을 설명한 다음 자기기입방식으

로 조사하 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202명이었으나 

내용의 불성실한 정도를 고려하려 자료 분석이 불가능

한 상자를 제외하고 총 184명을 연구 상으로 분석

하 다.

4. 측정도구

4-1. 임파워먼트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임 워먼트는 최민

[25]의 연구에서 인용한 Leslie과 Holzhalb과 

Holland[24]가 정의한 개념으로, “자기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자기효능감을 고취시키고 자신이 지

각하는 일에 한 자신감, 일에 한 향력과 그 일을 

수행하기 한 환경 조 통제능력, 업무 수행 능력 등

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임 워먼트 척도는 안정선과 정상원과 김

선숙[32]이 자아존 감 척도와 사회복지사들의 임 워

먼트 척도를 기 로 하여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임

워먼트 척도로 새롭게 개발한 척도이며, 최민 [25]

의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의 하

요소로는 자아존 감  자신감, 자기 통제, 인 통

제, 공․진로 통제, 공에 한 사기, 지식  기술  

성장 등 6개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구성

내용은 자아존 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

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

하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기 통제란 성과나 

결과가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보는 정도

로,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 통제란 타인과의 계

에서 자신의 생각․행동이 향력 있다고 보는 정도로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진로 통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자신이 향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

고 보는 정도로 5문항으로 되었다. 공에 한 사기는 

소속집단에 한 가치 부여에 한 것으로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식  기술  성장은 학생들의 지식 

 기술  성장부분을 측정하는 것으로 8문항으로 구

성되어 임 워먼트 구성 척도는 4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습을 통해 각각의 항목에 해 어느 정도로 인

식되는지를 나타내게 하 고, 수가 높을수록 임 워

먼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척도의 내  일 성 측정 결과, 자아존 감 

Chronbach's α=.809, 자기 통제 Chronbach's α=.886, 

인 통제 Chronbach's α=.8713, 공․진로 통제 

Chronbach's α=.749, 공에 한 사기 Chronbach's α

=.920, 지식  기술  성장 Chronbach's α=.910이며, 

체 임 워먼트는 Chronbach's α=.953으로 나타났다.

4-2. 실습생 개인 요인

실습생 개인 요인은 사회복지 장실습생으로서의 

개인  특성으로 도향선과 조인주[11], 최민 [25], 강

희자[33] 등의 연구에서 활용된 실습기  선정 시 본인 

의사반 여부, 실습과정 이수에 한 충실도 변수를 활

용하 으며, 각 문항은 5  리커트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4-3. 실습기관 요인

실습기  요인은 실습 기  환경 수 , 실습 기 의 

실습 내용의 성, 슈퍼바이   슈퍼비  만족도의 

3가지 변수를 구성하 다. 실습 기  환경 수 은 도향

선과 조인주[11], 최민 [25], 김선환[34], 한주빈[3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각 문항은 5  리커

트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932으로 나타났

다.

실습 기 의 실습 내용의 성을 측정하기 해 최

민 [22], 순덕기[24], 한주빈[30]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

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6문항으로 구

성하 으며, 각 문항은 5  리커트 척도(1=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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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933로 나타났다.

슈퍼바이   슈퍼비  만족도를 을 측정하기 해 

최민 [25], 강희자[33], 한주빈[3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각 문항은 5  리커트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척도의 신뢰도

는 Chronbach's α=.946로 나타났다.

4-4. 학교 요인

학교 요인은 실습 지도 교수 만족도, 실습오리엔테이

션 는 실습 수업 만족도의 2가지 변수를 구성하 다. 

실습지도 교수 만족도는 도향선과 조인주[11], 최민

[25], 한주빈[35]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8문

항으로 구성하 으며, 각 문항은 5  리커트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933로 나타났다.

실습오리엔테이션 는 실습 수업 만족도를 측정하

기 해 최민 [25], 강희자[33], 한주빈[35]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각 문항은 

5  리커트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

로 측정하 다.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959로 

나타났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사

용하 다. 먼 ,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주요 연구변수들

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주요 요인별 임

워먼트 차이를 살펴보기 해 t-검정을 실시하 으

며, 주요변인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임 워

먼트에 향을  요인을 알아보기 해 실습생 개인 

요인, 실습기  요인, 학교요인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모형별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6. 윤리적 고려

연구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진행 차를 설명한 

후 자발 인 참여하에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연구에 

한 참여의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

이익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 다. 한 수집된 자료의 

내용은 연구의 목 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환자의 개인

정보는 비 로 보장됨을 설명하 다. 이러한 차를 통

하여 상자의 윤리 인 측면을 고려하고자 최 한 노

력하 다.

Ⅳ. 분석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에 참여한 184명의 실습이수 학생  2년제 재학은 

108명(58.7%), 4년제 재학은 76명(41.3%)이다. 성별은 

남학생은 75명(40.8%), 여학생은 109명(59.2%)이며, 자

원 사 경험은 자원 사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170

명(92.4%)으로 부분을 차지하 고, 졸업 후 사회복지

장 종사 의향은 있는 경우가 154명(84.6%)으로 나타

났다. 사회복지 공을 선택한 이유로는 사회복지에 

한 심 때문에가 72명(39.3%), 타인을 돕는 직업을 갖

기 해서가 28명(15.3%), 성 에 맞추다보니 26명

(14.2%), 특별한 이유는 없다 20명(10.9%) 순으로 나타

났으며, 공 선택 만족도는 체로 만족한다가 79명

(42.9%), 그  그 다 60명(32.6%), 매우 만족한다가 31

명(16.8%) 순으로, 공에 해 59.7%가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실습기  유형으로 가장 많은 비 을 차

지한 기 은 사회복지   단종 복지  등 종합사회복

지 으로 32.1%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장기

요양기 (요양시설)이 19.0%, 지역아동센타가 14.7%를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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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빈도(명) 비율(%)

성별
남 75 40.8

여 109 59.2

학년

2학년 108 58.7

3학년 65 35.3

4학년 11 6.0

학교유형
2년제 108 58.7

4년제 76 41.3

자원봉사 경험
경험있음 170 92.4

경험없음 14 7.6

졸업 후 
사회복지현장
종사 의향유무

종사할 의사 있음 154 84.6

종사할 의사 없음 28 15.4

전공선택이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때문에 

72 39.3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17 9.3

성적에 맞추다 보니 26 14.2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15 8.2

타인을 돕는 직업을 갖기 
위해 

28 15.3

종교적인 이유로 1 0.5

특별한 이유는 없다 20 10.9

기타 4 2.2

전공선택만족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 2.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0 5.4

그저 그렇다 60 32.6

대체로 만족한다 79 42.9

매우 만족한다 31 16.8

실습기관유형

종합사회복지관 59 32.1

지역아동센타 27 14.7

주거 또는 생활시설 25 13.6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주간)

19 10.3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시설)

35 19.0

의료사회사업 1 0.5

상담소 4 2.2

시민단체/연합회/협회 6 3.3

기타 8 4.3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에 한 기술통계는 

[표 2]와 같다. 우선, 실습생 개인 요인으로 실습기  선

정 시 본인의사 반 도는 평균 4.04, 실습과정 이수에 

한 충실도는 4.43으로 높은 것으로 타나났다. 이는 실

습생으로 비 정도나 수행도가 사회복지 공자로서 

기본  자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습기  요인으로 실습 기  환경 만족도는 3.88, 실

습 내용의 성 만족도는 3.84, 슈퍼바이   슈퍼비

 만족도는 3.73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학교 요인으로 실습 지도 교수 만족도는 3.64, 실습오

리엔테이션 는 실습 수업 만족도는 3.65 으로 간

수(3.00)이상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모두 간 수(3.00)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실습생 개인 요인  실습과정 이수에 한 충실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 요인  실습 지도 교수 만족

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임 워먼트는 체 임 워먼트 

정도는 3.61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임 워먼트 

하  역에서는 자아존 감 3.77, 자기 통제 3.80, 인 

통제 3.50, 공․진로통제 3.54, 공에 한 사기 3.57, 

지식․기술 성장 3.47로, 자기 통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인 통제와 지식․기술 성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변  수 N
문항
수

평균
표
편차

실습생
개인
요인

실습기관 선정 시 
본인의사 반영도

184 1 4.04 .908

실습과정 이수에 
대한 충실도

184 1 4.43 .736

실습
기관 
요인

실습 기관 환경 
만족도

184 6 3.88 .789

실습 내용의 적절성 184 6 3.84 .764

슈퍼바이저 및 
슈퍼비전 만족도

183 10 3.73 .759

학교 
요인

실습 지도 교수 
만족도

183 8 3.64 .770

실습오리엔테이션 
또는 실습 수업 

만족도
184 8 3.65 .788

임파워먼트 전체 184 45 3.61 .495

하위
영역

자아존중감 184 10 3.77 .547

자기 통제 184 5 3.80 .656

대인 통제 184 5 3.50 .692

전공․진로 통제 184 5 3.54 .594

전공에 대한 사기 184 12 3.57 .648

지식․기술 성장 184 8 3.47 .649

표 2. 주요 변수 기술통계

3. 주요 요인별 임파워먼트 비교

본 연구의 독립변수별 임 워먼트 차이를 분석한 결

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실습생 개인 요인에서는 실습수행도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보통보다 높은 집단이 임 워

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습기  요인에서는 실습기  환경 만족과 실

습내용만족, 실습슈퍼바이  만족도 등 모든 변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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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보다 높은 집단이 임 워먼트가 통계 으로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요인에서는 실습지도교수 만족과 실습수

업내용만족에서 보통보다 높은 집단 임 워먼트가 통

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  수 평균
표
편차

t / F

실습생
개인
요인

실습기관선정시 
개인의사반영

보통미만 3.45 .616

.993보통 3.50 .418

보통초과 3.60 .506

실습수행도

보통미만 3.29 .409

2.028*보통 3.28 .522

보통초과 3.64 .484

실습
기관
요인

실습기관
환경만족

보통미만 3.43 .503

5.095***보통 3.44 .428

보통초과 3.77 .494

실습내용만족

보통미만 3.49 .508

6.257***보통 3.41 .395

보통초과 3.80 .502

실습슈퍼바이저 
만족

보통미만 3.56 .554

5.525***보통 3.45 .379

보통초과 3.82 .537

학교
요인

실습 지도 교수 만족

보통미만 3.37 .407

6.698***보통 3.49 .404

보통초과 3.86 .544

실습수업내용 만족

보통미만 3.25 .394

8.284***보통 3.50 .392

보통초과 3.85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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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주요 요인별 임파워먼트 비교 

4. 임파워먼트 영향요인 분석

사회복지 장실습을 이수한 사회복지 공학생의 임

워먼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실습

생 개인 요인, 실습기  요인, 학교 요인 등으로 나 어 

각 요인별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임 워먼트에 향을 미치는 변수

들 간의 다 공선성을 검증하기 하여 독립변수들 간

의 상 계와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확인하 고, 그 결

과는 [표 4]와 같다.

실습생 개인 요인의 향 정도를 살펴본 첫번째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6.5%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F값

(F=6.293)이 p<.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 0.888, 분산팽창요인 1.126으

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분석

결과 실습수행도(β=.123, t=2.405, p<.05)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실습수행도 정도가 높을수록 

임 워먼트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습기  요인의 향 정도를 살펴본 두 번째 회귀모

형의 설명력은 20.6%로 나타났고, 모형의 F값

(F=15.462)이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 0.240~0.367, 분산팽창요인 

2.726~4.168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공선성의 문제는 없

었다. 분석결과 실습기  요인에서는 실습슈퍼바이  

만족도(β=.176, t=2.446, p<.05)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즉, 실습슈퍼바이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

워먼트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요인의 향 정도를 살펴본 세 번째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3.7%로 나타났고, 모형의 F값(F=45.847)이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공차한계 0.462, 분산팽창요인 2.162로 나타나 독립

변수 간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분석결과 학교 요인

에서는 실습수업내용 만족도(β=.284, t=5.061, p<.001)

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실수업 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 워먼트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습생 개인 요인, 실습기  요인, 학교요

인 모두를 투입했을 때의 향정도를 살펴본 네 번째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7.3%로 나타났고, 모형의 F값

(F=14.858)이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 0.239~0.857, 분산팽창요인 

1.167~4.191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공선성의 문제는 없

었다. 분석결과 모두 요인의 향력 검증에서는 실습수

업 내용 만족도(β=.257, t=4.495, p<.001)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실습수업내용 만족도가 높을

수록 임 워먼트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최종 으로 실습생 개인 요인, 실습 기  요인, 학

교 요인을 모두 고려할 경우 사회복지 장실습을 이수 

한 사회복지 공학생의 임 워먼트에 향을 주는 요

인은 실습수업 내용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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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2모형 2모형 3모형 4모형

비표 화계수
t

비표 화계수
t

비표 화계수
t

비표 화계수
t

B SE B SE B SE B SE

실습생
개인
요인

실습기관선정 반영 .069 .042 1.652 -.015 .037 -.409

실습수행도 .124 .051 2.405* .058 .044 1.340

기관
요인

실습기관 환경만족 .130 .080 1.628 .105 .073 1.443

실습내용적절성만족 .008 .088 .088 -.018 .080 -.222

실습슈퍼바이저 만족 .176 .072 2.446* .043 .068 .629

학교
요인

실습지도교수만족 .105 .058 1.817 .051 .060 .861

실습수업내용 만족 .284 .056 5.061*** .257 .057 4.495***

R2=.065, 
Adj.R2=.055, 
F=6.293**

R2=.206, 
Adj.R2=.192, 
F=15.462***

R2=.337, 
Adj.R2=.330, 
F=45.847***

R2=.372, 
Adj.R2=.348, 
F=1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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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임파워먼트 영향요인 분석 

Ⅴ.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 장실습을 마친 사회복지 공학

생이 인식한 임 워먼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 

임 워먼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  요

인, 실습활동 요인, 실습기  요인, 학교 요인으로 나

어 검증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장실습을 이수 한 사회복지 공학

생들의 임 워정도는 체 임 워먼트 정도는 3.61로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임 워먼트 하  역

에서는 자아존 감 3.77, 자기 통제 3.80, 인 통제 

3.50, 공․진로통제 3.54, 공에 한 사기 3.57, 지

식․기술 성장 3.47로, 자기 통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 통제와 지식․기술 성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주요 요인별 임 워먼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실습생 개인 요인에서 실습수행도가 보통보다 높은 집

단이, 실습기  요인에서 실습기  환경 만족, 실습내용

만족, 실습슈퍼바이  만족도 모두에서 보통보다 높은 

집단이, 학교 요인에서는 실습지도교수 만족, 실습수업

내용 만족에서 보통보다 높은 집단이 각각 임 워먼트

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 장실습 이수 한 사회복지 공학생

의 임 워먼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실습생 개인 요인, 실습기  요인, 학교 요인 등으로 나

어 각 요인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실습생 

개인 요인의 향 정도를 살펴본 첫 번째 회귀모형에서

는 실습수행도(β=.123, t=2.405, p<.05)가, 실습기  요

인의 향 정도를 살펴본 두 번째 회귀모형에서는 실습

슈퍼바이  만족도(β=.176, t=2.446, p<.05)가, 학교 요

인의 향 정도를 살펴본 세 번째 회귀모형에서 실습수

업내용 만족도(β=.284, t=5.061, p<.001)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실습수행도 정도가 높을수록, 

실습슈퍼바이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수업 내용 만

족도가 높을수록 임 워먼트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습생 개인 요인, 실습기  요인, 학

교요인 모두를 투입했을 때의 향정도를 살펴본 네 번

째 회귀모형에서는 실습수업 내용 만족도(β=.257, 

t=4.495, p<.001)만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즉, 실습수업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 워먼트 정

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최종 으로 실습생 개

인 요인, 실습 기  요인, 학교 요인을 모두 고려할 경우 

사회복지 장실습을 이수 한 사회복지 공학생의 임

워먼트에 향을 주는 요인은 실습수업 내용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은지[3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게 나타났는데, 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슈퍼비  형식

에서 집단 보다는 개별 수퍼비 이 병행될수록, 교육  

수퍼비 이 이루어질수록, 학교 실습수업에서의 내용 

 만족도가 좋을수록 사회복지 공생들의 문직 정

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 이경재[9], 강 숙[37]의 연

구에서도 공만족도가 사회복지 문직 정체성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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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사회복지학생의 임 워

먼트 향상을 한 실습교육의 방향을 사회복지실습교

육의 3주체를 심으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습생 개인이 실습활동 수행에서 성실하게 수

행하 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실습교육 시 사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실습교육의 

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실습생 개인이 원하는 

기 에서 실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실습기 에서 충분한 실습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극 인 연계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실습 기  요인과 련해 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실습슈퍼바이  만족이 실습생의 

임 워먼트에 향이 있었다. 학생들의 임 워먼트를 

높이기 해서는 사회복지 장실습지침에 따른 충실한 

내용구성과 함께 각 장의 특성을 반 한 창의 인 실

습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 실습생의 임 워

먼트에 있어서 실습슈퍼바이 의 역할이 매우 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복지기 은 실습교육을 담하

는 실습슈퍼바이 의 양성과 함께 지역주민이나 클라

이언트에 한 교육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실습생에 

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을 강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장수미[38]의 연구에

서도 사회복지 장실습에서 학교와 기  간 연계의 

요성, 슈퍼비 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습에 한 학

계와 장의 시각을 탐색하려는 노력이나 실습 슈퍼비

에 한 과학 인 연구나 심 부족을 지 하며, 성

공 인 실습교육은 체계 인 슈퍼비 에 기반 하여야 

하며, 실습 슈퍼비 은 학교와 장의 력  연계를 

통한 상호 긴 한 의사소통이 필수 요소가 됨을 제시하

고 있다.

셋째, 학교요인에서는 실습수업의 내용과 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분의 학생들이 사회복지

장실습을 실시한 이후에 수강하게 되는 학교에서의 

실습수업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임

워먼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실습경험에 

한 보고활동, 타인의 실습경험에 한 공유,  담당교

수와 수강생들의 피드백 등으로 구성되는 재의 실습

수업을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 재 부분의 학교에서 실습이후에 실시되는 실습

수업을 실습이 과 이후로 나 어서 실시하는 것도 고

려해 볼 수 있다. Kanno와 Kpeske[39]의 연구에 따르

면 슈퍼비 의 질에 따라 실습교육의 만족도는 유의미

한 정 계를 보 으며, 유 과 이 지[40]의 연구

에서는 연구 상이 학생이 아닌 사회복지사이지만 

학의 사회복지교육이 사회복지사의 임 워먼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교육의 요성을 뒷받

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지역 사회복지 공 학

생들이 연구 상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체 사회복지

공 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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