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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습 수퍼비전 만족도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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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들이 실습 기관에서 받고 있는 수퍼비전의 실
태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수퍼바이저 특성, 수퍼비전의 구조 및 기능이 실습생들의 수퍼비
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세미나 과목을 수강한 여학생 총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퍼비전의 기능 중 통합기능(β = .664,
p < .001)과 서비스제공 기능(β = .290, 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수퍼비전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체 연구모형의 수정 설명력은 78.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퍼비전의 기능이 수퍼바이저의 특성이나 구조보다 중요하게
사회복지 실습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습 기관에서는
기능에 충실한 수퍼비전을 제공함으로써 실습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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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CSWE)에서 2008년
개정한 사회복지학과 학부 및 대학원 인가를 위한 ‘교육 방침 및 인가 규정’
(Educational Policy and Accreditation Standards)에 따르면, 사회복지 실습이란 학교
에서 배우는 이론 및 개념과 현장이라는 실제 세계 간의 연결로 정의된다. 이는 학교
와 현장이라는 상호 연계된 두 구성 요소가 교육과정에서 동일하게 중요시 되며, 사회
복지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전문 현장에서 요구하는 이론과 실제 두 가지 능력
모두를 개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CSWE, 2008).
사회복지 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을 실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필수적인 사회복지 교과 과정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사
회복지교육 과정 중 사회복지 전문가를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Goldstein, 2000). 사회복지 실습은 현장실습(field-work), 현장경험(field-experience),
실습교육(field-instruction), 현장교육(field-education), 실습(practicum) 등 다양한 명칭
으로 불리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습으로 명명된다(Fortune, 1994). 이러한 실습교육
을 통해 실습생들은 교실에서 배운 지식과 개념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다양
한 유형의 서비스 체계에서 실천적 지식, 기술 및 가치관을 학습하는 기회를 갖게 된
다(권현진, 2004; 김선희․조휘일, 2000). 또한 실습은 실습생 자신의 능력 및 한계에
대한 통찰력과 자기 인식을 갖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이상과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신시키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다. 따라서 실
습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과목의 하나인 동시
에 매우 중요한 과목으로 인정되고 있다(서진환, 2001).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5)에서
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육지침서에 현장실습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배운 사회복지의 가치, 지식 및 기술을 실천현장에 적용
해 본다. 둘째, 문제 사정, 정보 수집, 조직화, 분석, 개입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의 경
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특성과 자원에 대한 지
식 및 사용 능력을 갖춘다. 넷째,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적성을 탐색한다. 다섯째, 사
회복지 전문가로서 자아인식 증진 및 정체감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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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습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실습 수퍼비전이다(정명숙, 2000). 실습 수퍼비전이란 기관 내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고 실습지도 경험이 있는 수퍼바이저가 행정적, 교육적, 지지적, 기능적 측면에서 실
습생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실습생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만족감을 갖도록 도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적 자질 향상을
돕는 과정으로 정의된다(김주리, 1992). 성희자(2003)는 수퍼바이저가 실습생에게 제공
하는 실천기술에 대한 전달 및 교육이나 조직 연계, 격려와 같은 전반적인 업무를 수
퍼비전으로 보았다. 또한 최민영(2008)은 실습 수퍼비전을 사회복지의 전문적 실천 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장의 실습 수퍼바이저가 실습생이 기관에서 제시한 실습 업무
를 잘 이행하여 실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실습생
이 기관에서 실제적인 활동 및 업무를 보고 배우는데 있어 보다 전문적인 기술과 방
법은 실습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기관에서 주어지는
수퍼비전은 실습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강희자, 2003). 더
욱이 실습기관에서 받은 수퍼비전의 내용과 수퍼비전을 통한 지도감독 경험은 실습생
의 자기 인식 및 전문직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정명숙, 2000). 즉, 실습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수퍼비전 제공은 이들이
실습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실습 수퍼비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습생들을 만족시키는 적절한 수
퍼비전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이지연, 2007). 실습생들은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을
느낄 때 더 열심히 실습에 임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실습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
표를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Heppner and Handley, 1981). 더욱이 수퍼비전을
포함하여 실습에 대해 불만족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사회복지 분야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 분야의 인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민선,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습생들이 받고 있는 실습 수퍼비전의 현황
은 어떠한지, 실습생들의 수퍼비전 만족도는 어떠하며, 더 나아가 실습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힌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기관에서 받고 있는 실습 수퍼비전의 실
태를 조사하고, 실습생들의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
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사회복지 실습 수퍼비전의 주요 구성 요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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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바이저 특성(Abram, Hartung and Wernet, 2000), 수퍼비전의 구조(Parsons et al.,
2003) 및 기능(Kadushin, 1992)이 수퍼비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파악함으
로 보다 효과적인 실습 수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들은 사회복지 실습생들이 인지하는 실습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크게 수퍼바이저 특성, 수퍼비전 구조 및 기능 관련 특성을 보고하고 있
다. 각각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CSWE(2008)에서는 학부 실습 시 수퍼바이저의 자격을 CSWE의 인증을 받은
학부 및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원생의 수퍼바이저
는 CSWE 인증을 받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비교하여 한국에서는 보다 엄격한 수퍼바이저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복
지교육협의회(2006)에서는 실습기관의 실습 수퍼바이저 자격을 “사회복지사 1급 소지
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
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기관에서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한다. 또한 최원희(2006)는
실습 수퍼바이저의 자격 요건이 일반실습 과정과 심화실습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 밝히면서, 일반 실습의 수퍼바이저는 해당 기관에서 최소 3년 간 근무 경험이 있거
나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최소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며, 실습 기관의 경력은 최소
1년 이상이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동시에 소정의 실습 수퍼바이저 교육을 이
수하여야 하며, 실습생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심
화과정 실습 수퍼바이저의 경우에는 일반과정의 실습생을 지도한 경험과 해당 기관에
서 1년 이상의 근무 경력 및 실습생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였다.
수퍼바이저의 특성과 실습 수퍼비전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Abram, Hartung
과 Wernet(2000)은 수퍼바이저의 사회복지 석사학위 소지 여부가 실습생의 실습과정
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 강희자(2003)의 연구에서도 수퍼바이저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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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여부가 실습생의 수퍼비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
회복지를 전공한 수퍼바이저로 부터 수퍼비전을 받는 경우 비전공 수퍼바이저의 수퍼
비전보다 높은 만족감을 나타났다. 의료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수퍼비전 만족도를 조
사한 이지연(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퍼바이저들의 학력이 높을수록 실습생들의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환(2007)의 연구에서는 수퍼바
이저의 학력이 사회복지 실습생의 진로 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퍼바이저의 학력이 전문대졸, 대졸인 경우보다 석사 또는 박사인 경우,
실습생의 진로 준비행동 수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수퍼비전의 구조에 있어 수퍼비전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개별과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별 수퍼비전은 가장 전통적인 수퍼비전 유형으로 수퍼바이저 1명이 실습생
1명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집단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저 1명과 다수 실습생들과의 관
계로 흔히 소집단 수퍼비전 또는 공개사례 발표라고도 불린다(이지연, 2007). 선행연구
들은 수퍼비전의 다양한 구조 유형에 따른 실습생들의 수퍼비전 만족 정도에 대해 조
사하였다. Munson(1975)의 연구를 살펴보면 수퍼비전의 구조 유형 중에서 일대일 형
태의 개별구조가 가장 빈번히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합형 수퍼비전, 즉 개별구
조와 집단구조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Ray와 Altekruse(2000)의 연구에서 대집단, 소집단, 혼합
집단, 개별 수퍼비전의 효과성에 대해 비교한 결과, 수퍼비전의 효과성은 수퍼비전 구
조 유형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실습생들은 개별 수퍼비전을 더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류시향(1990)의 연구에서도 수퍼비전의 구조 형태는 수퍼비전 만족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수퍼비전 유형과 더불어 수퍼비전 시간과 빈도는 수퍼비전 구조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류시향(1990)의 연구에서는 수퍼비전이 제공되는 빈도는 사회복지 실습생의
수퍼비전 만족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Bradley와 Olson(1980)이 심리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실습기간동안 받은 정규 수퍼비전의 총 시간은 실
습 수퍼비전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Munson(1975)
의 연구에서도 수퍼바이저와의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을수록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도
가 높았다. 또한 Parsons 등(2003)의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저와의 빈번한 의사소통이
실습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수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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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수퍼비전을 제공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실습생과의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수퍼바이저와 실습생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
는데 도움을 주며, 뿐만 아니라 수퍼비전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게 된다(Heppner and Handley, 1981).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수퍼바이저가 실습생들에게 제공하는 수퍼비전의 효과성을 평
가하기 위해 수퍼비전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Kadushin, 1974). 사회복지
실습교육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널리 사용되어지는 모델은
Kadushin의 모델이다. 우리나라의 실습관련 연구에서도 대부분 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융일, 1988; 정수경, 2004). 이 모델은 수퍼비전의 기능을 행정
적, 교육적, 통합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실습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데(Kadushin, 1974, 1992), 각각의 수퍼비전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적 수퍼비전이란 실습생에게 기관의 업무를 배정, 검토, 평가하며 부서의
업무 및 예산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일 등과 같은 행정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Kadushin, 1992). 즉 근무 환경의 구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방법, 효과적 직무 이행
에 도움이 되는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습기관의 구조를 이해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적 기능을 훈련하는 과정이다(정명숙, 2000).
교육적 수퍼비전은 실습생의 문제 해결력과 전문적 실천 기술을 향상시키고, 자기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실제 사례에 대한 이해는 물론 상담에 관한 조언, 지도 및
제안 같은 활동을 일컫는다. 이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을 세밀하게 분
석하여 임상적 접근을 위한 전문적 지식, 실천 기술 및 태도 등을 가르치며, 임상적
수퍼비전이라고도 불리운다(조휘일 역, 2000). 즉, 교육적 수퍼비전은 사회복지사의 전
문적 실천을 위해 실습생을 개별화하여 지식과 기술 등의 능력을 키워준다는 의미에
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업무수행능력 중에서도 전공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
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최민영, 2008).
마지막으로 통합적 수퍼비전이란 실습생이 실무에 대한 열정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
함과 동시에 좌절감을 완화시킴으로써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시켜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Kadushin, 1992). Kadusin(1992)은 통합적 수퍼비전의
6가지 구성요소로 관심, 감정이입, 수용, 자율성, 개방성, 탐구와 세밀함을 제시하였다.
즉, 수퍼바이저는 실습생에게 관심을 갖고, 실습생의 업무에 대하여 생각하고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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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이해하며, 성공이나 실패경험에 대하여 개방하여 공유하며, 칭찬과 격려를 통하
여 지지하는 것이다. 통합적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저가 행정적 수퍼비전과 교육적 수퍼
비전을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수퍼비전 기능과 수퍼비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승환(2005)
의 연구에서는 수퍼비전 기능 중 교육 기능과 지지 기능이 높은 경우 전반적으로 실
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명숙(2000)의 연구결과, 실습 수퍼바이저의 행정
적, 교육적 수퍼비전이 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자
(2003)의 연구에서는 교육적 기능 중 성찰적 수퍼비전의 기능과 존중이 실습생들의 수
퍼비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ppner와 Handley(1981)
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성, 호감, 신뢰성이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Fernando와 Hulse-Killacky(2005)의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저가 대인관계에 민
감한 태도를 보일 때 실습생들이 수퍼비전에 만족하는 반면, 수퍼바이저가 업무 중심
적인 경우 수퍼비전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aufer(2003)는 실습생들이
행정적 기능의 수퍼비전보다 통합적 기능의 수퍼비전에 대한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
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영향 요인 중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수퍼바이저의 특
성으로 사회복지 전공여부와 학력을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전공자이므로, 전공여부를 제외한 학력만을 수퍼바이저 특성으로
포함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퍼비전 구조에서는 수퍼비전 형태, 빈도 및 시간을 포함하
였고, 수퍼비전의 기능에서는 통합, 서비스제공 및 연결 기능을 포함하였다. 이 때 통
합 기능은 Kadushin 모델의 통합적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은 교육적 기능, 연결 기능
은 행정적 기능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기반을 둔 본 연구의 모
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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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수퍼바이저 특성
수퍼바이저 학력

수퍼비전 구조
수퍼비전 빈도
수퍼비전 만족도

수퍼비전 시간
수퍼비전 형태

수퍼비전 기능
통합
(인간화⋅긴장관리⋅촉매)
서비스제공
(교육⋅사회화⋅평가)
연결기능
(행정⋅옹호⋅변화)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세미나를 수강한 사회복
지학과 여자 대학원생 14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학기별로 실
습세미나 최종평가회 시간에 설문을 배포하여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최종 설문에 응답
한 11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실습지 및 수퍼바이저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일반적 현황, 수퍼비전의
형태 및 빈도와 시간을 포함한 수퍼비전 구조 문항, 그리고 수퍼비전의 기능과 수퍼비

사회복지 실습 수퍼비전 만족도 영향요인 127

전 만족도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수퍼비전 구조: 수퍼비전의 형태, 빈도 및 시간
수펴비전의 형태는 개별 수퍼비전, 집단 수퍼비전, 아니면 혼합 형태로 제공되었는
가를 질문하였다. 수퍼비전의 빈도 및 시간은 주당 횟수와, 한 회당 수퍼비전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였는지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수퍼비전의 기능
수퍼비전의 기능 척도는 Middleman과 Rhodes(1995)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총 36개
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퍼바이저가 해당기
능을 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위척도의 구성은 통합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연결기능
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척도는 다시 3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통합기능은 인간화기능, 긴장관리기능, 촉매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능의 예
로 “수퍼바이지의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지지와 격려를 하고 있다,” “수퍼바이지들

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그리고 “수퍼바이지들끼리 공
통문제에 대해 협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등이 있다.
서비스제공기능은 교육기능, 사회화기능, 평가기능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기능의 예로 “수퍼바이지들의 새로운 활동, 기술, 행동들에 대해 코치하고 있다,”
사회화 기능의 예로 “수퍼바이지로 하여금 전문가 윤리와 가치에 근거해서 활동하도

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기능의 예로 “수퍼바이지의 업무수행 평가를 위한 수
행목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사정 및 평가를 하고 있다” 등의 문항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결기능은 행정, 옹호, 그리고 변화의 3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기능은 ‘기관의 목표, 정책, 절차, 규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제공,’ 옹호기능은 ‘수
퍼바이지에게 불리한 정책과 절차의 개선을 위한 활동’ 등으로 정의되며, 변화기능은
‘수퍼바이지들의 유용한 제안들을 수용하거나 수퍼바이저 자신의 혁신적 계획이나 아
이디어를 함께 공유, 개발시키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퍼비전 기능의 전체척도와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표1>과 같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 ⍺= .961로 매우 높았으며, 통합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연결기능의 Cronbach
⍺ 또한 .89~.92 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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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수퍼비전기능 척도의 각 하위척도별 신뢰도
기능

신뢰도

하위척도

통합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연결기능

인간화
긴장관리
촉매
교육
사회화
평가
행정
옹호
변화

전체

(Cronbach 알파 계수)
.825
.812
.765
.788
.601
.779
.837
.745
.822

.919

.886

.893
.961

(3) 수퍼비전 만족도
수퍼비전 만족도는 Munson(2002)의 간이 수퍼비전 만족도 설문지(Short Form
Supervision Satisfaction Questionnaire: SFSSQ)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23개의 설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가하는 6점 Likert 척
도이다. 문항은 “수퍼바이저는 나의 자아인식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나의 과

제수행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평가는 공정하다,” “수퍼바이저는 내가 좀 더 효과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수퍼바이저가 나의 전문적 성장에 기여했다고
느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3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총점이 수퍼비전 만족도 점수이며, 점수는 23점에서 138
점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수퍼비전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65로
매우 높았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첫째, 실습기관 현황, 실습 수퍼바이저 학력, 수퍼비전의 빈도 및 시간, 형
태, 수퍼비전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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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기술분석 결과

(1) 실습기관 현황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 사이에 이루어진 실습지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가장 많은 실습이 이루어진 곳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특수복지관으로 26.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시민사회단체(9.7%), 아동/청소년 기관 및 해외실습
(8.8%), 국공립정책연구기관 및 국회(8.0%)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보호/입소시설은
1.8%로, 생활시설에서 실습을 하는 학생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복지관 외의 실
습기관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기관 및 연구기관, 정책기관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해외실습이 8.8%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해외실습에 대
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실습기관 현황
기관유형

빈도(명)

비율(%)

복지관

30

26.5

자활/노숙인관련기관

8

7.1

의료/정신의료기관

4

3.5

아동/청소년기관

10

8.8

가정복지관련기관

8

7.1

노인보호/입소시설

2

1.8

복지재단/모금회

7

6.2

국공립정책연구기관

9

8.0

협의회/자원봉사센터

5

4.4

시민사회단체

11

9.7

국회

9

8.0

해외실습

10

8.8

합계

1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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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퍼바이저 학력
수퍼바이저의 학력은 학사가 89.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석사 6.3%, 박사 4.5% 순
으로 나타났다.
<표3> 수퍼바이저 학력
학력

빈도(명)

비율(%)

학사
석사
박사

99
7
5

89.2
6.3
4.5

합계

111

100.0

(3) 수퍼비전의 형태
수퍼비전은 개별과 집단을 혼합한 형태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었고(62.1%), 다음
으로 개별 27.2%, 집단 10.7% 순으로 나타났다.
<표4> 수퍼비전의 형태
수퍼비전 형태

빈도(명)

비율(%)

개별

28

27.2

집단

11

10.7

개별+집단

64

62.1

합계

103

100.0

(4) 수퍼비전의 빈도 및 시간
개별 수퍼비전의 빈도는 주당 1~2회가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회 이상
21.3%, 3~4회 14.9%, 그리고 1회 미만이 10.6% 순으로 나타났다. 한 회당 시간은 1시
간 미만과 1~2시간이 근소한 차이로 각각 50%, 46.7%를 보여주었다.
집단 수퍼비전 빈도 또한 주당 1~2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44%), 5
회 이상 29.3%, 1회 미만 14.7%, 3~4회 12%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수퍼비전의 시간은
1~2시간이 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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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수퍼비전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개별과 집단 수퍼비전이 각각 21%와 29%,
1~4회인 경우가 과반수였으며, 1회 미만인 경우는 15% 미만으로 본 대학원생들은 실
습기간 동안 대체로 수퍼비전을 자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5> 수퍼비전 빈도 및 시간

주당 횟수
개별 수퍼비전
시간

주당 횟수
집단 수퍼비전
시간

빈도(명)

비율(%)

1회 미만

10

10.6

1~2회

50

53.2

3~4회

14

14.9

5회 이상

20

21.3

1시간 미만

46

50

1~2시간

43

46.7

2시간 이상

3

3.3

1회 미만

11

14.7

1~2회

33

44

3~4회

9

12

5회 이상

22

29.3

1시간 미만

17

22.7

1~2시간

54

72

2시간 이상

4

5.3

(5) 수퍼비전의 기능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수퍼비전의 통합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연결기능 및 각 하
위기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6>과 같다. 평균은 통합기능(56,74), 연결기능
(40.21), 서비스 제공기능(35.50)의 순으로, 본 연구의 수퍼바이저들은 통합기능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능은 90점이 최대점수로 56.74의 평균을 보
여, 중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인간화 기능이 23.3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서비스제공기능은 60점 최대점수 중 35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
준을 보였으며, 이 중 평가기능(13.9)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
기능은 66점 최대점수 중 40점으로, 역시 중간보다 조금 높았으며, 이 중 행정기능
(19.0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옹호기능은 6.43으로 아홉 가지의 하위기능 중 가장 낮
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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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실습생이 인지하는 수퍼바이저는 인간화기능, 행정기능, 긴장관리 기능,
촉매기능, 변화기능, 평가기능 순으로 수퍼비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6> 수퍼비전 기능
수퍼비전 기능
통합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연결기능

하위척도

평균(표준편차)

인간화 기능

23.35(4.46)

긴장관리 기능

17.96(4.37)

촉매 기능

15.42(3.36)

교육 기능

11.10(2.68)

사회화 기능

10.55(2.49)

평가 기능

13.9(3.55)

행정 기능

19.07(4.11)

옹호 기능

6.43(2.23)

변화 기능

14.53(3.80)

56.74(11.16)

35.50(7.80)

40.21(8.66)

(6) 수퍼비전 만족도
수퍼비전 만족도의 평균은 138점 최대점수 중 86점으로 중간보다는 높은 수준의 만
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하위항목은 “수퍼바이저의 친절성(4.15)”
과 “적절한 수준의 자율성(4.08),” “분명한 의사소통(4.07),” “전문가로서의 존중 (3.95),”
“공정한 평가(3.94),” “다른 의견에 대한 수용성(3.92)” 및 “대화 시 편안한 분위기 조
성(3.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수퍼비전 시 다양한 매
체의 활용(2.83),” “개입방법의 활용 시 수퍼바이저와 유사한 믿음과 가치관을 가짐
(3.29)” 등이었다.
<표7> 수퍼비전 만족도
번
호

항목

평균(표준편차)

1

수퍼바이저는 나를 전문가로서 존중한다.

3.9558(1.00347)

2

수퍼바이저는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자율성을 준다.

4.0796( .97414)

3

수퍼바이저가 나의 전문적 성장에 기여했다고 느낀다.

3.8938( .99429)

4

수퍼바이저는 일을 잘 조직화하는 사람이다.

3.8938(1.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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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퍼바이저는 어떻게 가르칠지를 잘 아는 사람이다.

3.6195(1.22707)

6

수퍼바이저는 나의 자아인식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3.7143(1.12649)

7

나의 과제수행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평가는 공정하다.

3.9469( .89483)

8

나의 과제수행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평가는 정확하다.

3.7965(1.00142)

9

전반적으로 나의 수퍼비전 경험에 대해 만족한다.

3.6637(1.19232)

10

실습기간 중 수퍼비전 시간이 기다려졌다.

3.4513(1.29554)

11

수퍼바이저는 내가 좀 더 효율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3.6726(1.02158)

12

수퍼바이저는 내가 좀 더 효과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3.7411( .94674)

13

수퍼바이저와 나는 좋은 치료(개입)의 특성(구성요소)에 대한 믿음, 가치
관이 유사하다.

3.2920(1.13925)

14

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수퍼바이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9292( .87338)

15

수퍼바이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수용적이다.

3.9107(1.06165)

16

수퍼바이저는 나의 사례에 적절한 이론을 잘 설명해주고, 이를 실천적으
로 적용할 수 있다.

3.5946( .98515)

17

수퍼바이저는 친절하다.

4.1504(1.00197)

18

수퍼바이저는 그(녀)와 이야기를 할 때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든다.

3.9204(1.18126)

19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을 줄 때 분명한 의사소통을 한다.

4.0708(1.01521)

20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을 위해 다양한 매체(오디오, 비디오, 테이프, 경과
기록지 등)을 활용한다.

2.8304(1.32806)

21

이 기관은 좋은 실천현장이다.

3.6875(1.03132)

22

수퍼바이저에 대해 화날 일은 거의 없다.

3.7788(1.28685)

23

수퍼바이저의 뜻에 거스를 일은 거의 없다.

3.7143(1.06058)

합계

86.0531(19.05530)

2) 회귀분석 결과

수퍼바이저의 학력, 수퍼비전의 빈도 및 시간/형태, 수퍼비전의 기능이 수퍼비전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표8>과 같
다. 모형 적합도 F 값은 23.45(p < .001)로 유의미하였으며 모형의 수정설명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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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Adjusted R2 = .78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수퍼바이저의 학력과 수퍼비전의
형태/빈도 및 시간은 수퍼비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수퍼비전 기
능 중 통합기능(Beta = .664, p < .001)과 서비스제공기능(Beta = .290, p < .05)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중 통합기능이 가장 강한 영항력을 미치고 있어 수
퍼비전의 인간화기능, 긴장관리기능 및 촉매기능이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수퍼바이저의 특성과 수퍼비전의 양보다는 질적으로 얼마나 수퍼
비전이 통합기능과 서비스제공기능을 잘 수행했는가가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표8> 수퍼바이저 학력, 수퍼비전의 빈도 및 시간/형태, 수퍼비전의 기능이 수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Beta

t

더미변수 학사여부

.022

.307

더미변수 석사여부
수퍼비전 빈도

.014

.194

수퍼바이저 학력

개별 수퍼비전 횟수

.051

.730

집단 수퍼비전 횟수
수퍼비전 시간

.070

1.000

개별 수퍼비전 시간

.063

.893

집단 수퍼비전 시간
수퍼비전 형태

.077

1.122

더미변수 개별수퍼비전 여부

.003

.977

더비변수 집단수퍼비전 여부

.044

.634

통합기능

.664***

4.705

서비스제공기능

.290*

2.108

연결기능

.005

.039

수퍼비전 기능

*

P < .05

**

R Square

.818

Adjusted R Square

.783

F

23.4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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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1) 결과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과 여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수퍼비전의 현황 및 기
능, 수퍼비전 만족도를 살펴보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보고자 하였
다. 특히 수퍼바이저의 학력, 수퍼비전의 형태, 빈도 및 시간, 수퍼비전의 기능들이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수퍼비전의 통합기능, 서비스제공기능만이 수
퍼비전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Kadushin의 통합적
기능과 상응하는 통합기능이 매우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수퍼바이저의 지지와
격려, 존중과 배려, 수용, 자율성, 개방성 등이 수퍼비전 만족도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밝혀내었다. 다음으로 Kadushin의 교육적 기능과 상응하는 서비스제공기능이
클수록 수퍼비전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실습과정에서 수퍼바이저가 직접적인 서비
스 수행방법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때 수퍼비전 만족도가 높아짐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기능과 지지기능이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오승환(2005)의 연구, 실습 수퍼바이저의
교육적 수퍼비전이 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혀낸 정명숙(2000)의 연
구, 존중이 실습생들의 수퍼비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
희자(2003)의 연구결과 등과 일치한다.
한편 선행연구의 결과들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저의 학력, 수퍼비전의
형태, 수퍼비전의 빈도 및 시간이 수퍼비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수퍼비전의 기능이 수퍼바이저의 특성이나 구조보다 중요하게 사회복지 실습 수
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퍼비전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습기관 및 수퍼바이저 그리고 학교 상호간
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실습 기관에서는 수퍼비전의 질을 높이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립해 나가고 수퍼바이저를 독려함으로써 실습 만족도
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퍼바이저는 통합기능과 서비스제공기능의 중요성을 인
지하고, 이를 적절히 혼합한 양질의 수퍼비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기술, 교육과 훈련에 관한 수퍼비전을 제공하면서 강점관점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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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퍼바이지를 존종하고 지지, 격려하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수퍼비전에 대한 만족
도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 학교는 수퍼바이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실습기관과의 다
각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실습기관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습간담회, 수퍼바이저 시상식등을 통해 수퍼바이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
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연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의 실습 수퍼바이저 또한
수퍼비전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실습기관에서 부족한 기능들을 보완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및 연구의 의의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첫째, 다양하고 가변성이 높은 대상을 모집하여, 본 연
구결과에 대한 반복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기술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수퍼바이저의
학력은 약 90%가 학사, 형태는 62%가 개별과 집단을 혼합한 형태였으며, 수퍼비전의
빈도도 대체적으로 높고, 시간도 큰 차이가 없어 데이터의 가변성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퍼바이저의 학력, 수퍼비전의 형태, 수퍼비전의 빈도 및 시간이 수퍼
비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이, 데이터의 가변성이 낮고, 데이터의
정보가 부족하며 변수가 다양하지 않은 한계로 인한 결과가 아니었는지 확인해 볼 필
요가 있다.
둘째, 수퍼바이저와 실습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특히 성별과 학력 간의 상호작
용이 어떻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흥미롭고 의의가 클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실습생의 성별
과 학력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모두 대학원 여학생인 관계로 조사되지 못하였다.
또한 수퍼바이저의 학력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의 실습교육의 경험이나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수퍼바이저와 실습생의 성별과
학력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셋째,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수퍼바이저에 대한 실제 평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해 보는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인간화기능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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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통합기능이 특히 수퍼비전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는데, 과연 이러한
기능이 수퍼바이저 평가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지 궁금하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만족도와 서비스가 실제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
켰는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다를 수 있듯이, 수퍼비전 만족도와 수퍼바이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퍼바이저의 특성으로 수퍼바이저의 경력, 재직기간,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첨가하여 좀 더 다양한 수퍼바이저의 특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수
퍼바이저의 경력과 자격증 여부는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임이
밝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반복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구조와 문화가 수퍼비전 기능에 영향을 미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조방정식으로 밝혀내는 연구를 제안한다. 이는 조직요인과 수퍼비전기
능 및 수퍼비전의 결과요인을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이고, 그 의의가 클 것
이다. 수퍼바이저는 조직 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조직구조와 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로
울 수 없으므로, 수퍼바이저의 개인적 특성 외에 조직요인들과 수퍼비전의 기능 및 만
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논리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실습은 사회복지교육의 핵심으로, 실습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수퍼비전 제공
은 실습교육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분야의 인적자원을 키우는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수퍼비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퍼비전의 현황 및 만족도의 현황,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낸 연구는 현재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습기관, 실습 수퍼바이저, 학교 모두에게 향후 보다 효과적인 수퍼비전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제언들이 실습교육 성장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회
복지교육현장에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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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ssociated with supervision satisfaction in graduate
social work field practicum

Cho, Sangmi

Chun, JongSerl

Ewha Womans University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supervision in the
agencies, to assess supervision satisfaction, an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supervision satisfaction in graduate social work field practicum. Especially, we were
interested in supervisors' characteristics, supervision structures and supervision functions
as influencing factors.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with a total of 113 MSW students
participating in practicum and taking a field practicum seminar.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und that integrative function (β = .664, p < .001) and service
delivery function (β = .290, p < .05) among three supervision function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pervision satisfaction. The integrative function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the model explained 78.3 percent of the variance (F= 23.45, p <
.001). This means that supervision func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supervisors'
characteristics and supervision structures. Therefore, agencies need to provide a high
quality of supervision functions focusing on integrative function and service delivery
function for supervisees.

Key words: field practicum, supervision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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