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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현장 사회복지실천가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한 사회복지 슈퍼비전의 실행을 위해, 이를 주도적으로 실천할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개발
된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과 정보수집, 설계와 시범실행, 평가와 수
정에 이르는 개입연구방법(intervention research)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2012년 7월 1차 교육과정부터 2014년 6월 11차 교육과정까지에 참여한 175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교육과정 내용개발과 평가를 위해 4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문헌고찰, 전문가 간담회, 평
가내용분석, 설문조사였다. 먼저, 문헌고찰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1차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참여자 피드
백과 평가기록 내용분석 그리고 개발자 간담회를 병행한 시범실행(pilot testing) 과정을 통해 최종 기초 및
심화교육과정이 확정되었다. 교육과정의 효과성 평가는 시범실행 1기를 제외하고 기초과정 2~7기, 심화과
정 1~3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개발된 기초 및 심화 교육과정 모형은 사전사후 검증결과, 각
각 학교 내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슈퍼비전 기능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 다각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모형 보급과 개발방법론의 활용, 참여자의 역량 수준 및 현장별 과정개발, 교
육내용 활용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슈퍼바이저 양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학교 내 사회복지실천가, 슈퍼바이저, 교육과정, 슈퍼비전, 개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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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학교 현장 사회복지실천의 시초인 학교사회복지가 지역사회기관 등 민간차원에서 진행되어오
다가 1997년 서울시 교육청의 공식적 지원사업을 기점으로 교육현장에서 진행된 지 15년 이상
이 경과되었다. 그동안 교육정책 및 학교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동모금회, 민간기업재단
등의 지원으로 시범사업들이 진행되다가 2003년 교육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위스
타트사업, 성남시, 용인시 등 지자체의 조례를 통한 학교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자원처와 사업
형태로 학교 현장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사회복지사들이 학교로 배치되면서 학교 현장 사회복지실천영역이
확장되어 왔지만 학교 현장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한 지원체계들은 취약한 것
이 현실이다. 전문직으로서의 직무표준과 업무지침 부재 그리고 직원개발이 부족하고(김지연,
2007), 사회복지직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제도
적 기반 또한 취약한 상황에 있다(조성심․주석진, 2012). 특히 교육과 슈퍼비전이 부족하며 훈
련과정과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여건조성이 미비한 상황으로(강수성․이윤화, 2010), 여전히 슈퍼
비전 체계가 취약하여 직무수행 상의 어려움을 동일 직업군이 아닌 학교 행정가나 교육청관계
자에 의한 지도와 조언에 의존하거나 단순한 개인적 판단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경희․배성
우, 2007; 홍순혜 외 2013)은 학교 현장 사회복지실천이 전문성을 발휘해 궁극적 성과를 창출하
는 데 결정적인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직 정체성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슈퍼
비전 체계 구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슈퍼바이저의 양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
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학교 현장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위한 대안으로 슈퍼비전의 실행을 위한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 사회복지슈퍼비전은 사회복지전문직의 발달과 함께 사회복지사들의 실천효과를 증진하
는 질적 서비스 제공의 근간이 되어 왔다. 2000년 이후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
어온 시점에서부터 인적자원관리 평가지표 내에 슈퍼비전의 실행횟수와 지침 등이 의무사항으
로 포함될 만큼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
수적인 기능이다.
특히, 사회복지의 중요한 한 분야인 학교 현장 사회복지실천가들은 2차 세팅이라는 특성 상,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타전문직과 협력하면서 ‘교육과 복지’ 양자의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동일 직업군의 선임 슈퍼바
이저가 조직 내에 부재하고 홀로 업무를 수행하며 책무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전문
성 및 전문직 정체성을 토대로 교사, 행정가,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등 다
체계적 팀워크 능력 또한 요구받는다(홍순혜 외, 2014).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 현장 사회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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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가들에게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슈퍼바이저에 의한 슈퍼비전 제공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과 사기, 소진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 전문성,
전문적 직업정체성, 자기효능감 등에 영향을 준다(김혜진, 2005; 성희자, 2001; 차은경, 2001;
Austin, 1981; Burke, 2001; Jeffreys, 2001). 직무성과와 실천효과성 검증능력에까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며(권우희, 2014; 김경희, 2001), 결국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과 사업의 전문성 증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 사회복지실천가들을 위한 슈퍼비전은 현재 운영체계
미비나 낮은 만족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다. 조성심과 좌동훈(2011)은 학교 현장 사
회복지실천가 131명 대상 슈퍼비전실태보고에서 75.8%가 슈퍼비전을 경험했으나 평균 연 2-3회
정도 수준이며 정기적 진행은 30.6%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슈퍼비전 구조가 부재하거나 열
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또한 홍순혜 외(2013)의 지역사
회교육전문가 대상 연구에서는 슈퍼비전 인식 부족, 슈퍼바이저의 역할 혼선, 학교사회복지현장
에 적절한 슈퍼비전 모형과 방법의 개발 부재, 슈퍼바이저 양성과정 미비, 슈퍼바이저의 역량
미흡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기타 학교 현장 슈퍼비전 현황 및 슈퍼비전 경험관련 연구들(배
성우․이경희, 2007; 조성심․주석진, 2012)에 있어서도 슈퍼비전 만족도와 슈퍼비전 인식 개선,
슈퍼바이저의 역량강화 및 체계 개발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학교 현장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도구인 슈퍼비전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성공 전략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바로 슈퍼바이저 요인이다. 즉, 슈퍼비전을 실행하는
데에 슈퍼바이저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기능하는가에 관련된 것이다. 최원희(2009)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슈퍼바이저의 가치 및 태도로 분석된 바 있다. 슈퍼비전의 성공적 실행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슈퍼바이저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준비된 슈퍼바
이저를 양성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간 사회복지영역에서의 교육과정의 논의는 주로 대학 교육과정에서 수업의 내용이나 모형
을 제안하거나(노혜련․김상곤, 2006; 배진희 외, 2012; 안정선․배진형, 2014; 이상균․윤철수,
2010; 최명민․김승용, 2005; 한인영 외, 2005), 직무교육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경기복지재단,
201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에 초점이 있고 슈퍼바이저 양성
과 같은 전문직무교육과정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을 통해 모형을 제안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
렵다. 따라서 슈퍼비전의 체계화가 요구되는 학교 현장의 상황에서 슈퍼바이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역량강화에 대한 논의는 학교 현장 사회복지슈퍼비전의 실행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
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차 세팅인 학교 현장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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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창출 및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주요 기제
인 사회복지 슈퍼비전의 실행을 위해 이를 주도적으로 실천할 슈퍼바이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정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실행과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고찰
1. 학교 현장 사회복지 슈퍼비전

학교 현장 사회복지 슈퍼비전의 개념과 목적
슈퍼비전은 특정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선임사회복지사가 준비가 미흡한 후임사회복지사의
훈련을 책임지는 교육적 과정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책무성 이
행,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이다(안정선․전선영․윤정혜, 2010; 최
원희, 2013; Robinson, 1949). 이러한 중요성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 현장 사회복지실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더구나 학교 현장 사회복
지실천가에 대한 슈퍼비전 및 슈퍼바이저에 대한 교육내용은 사회복지실천의 개별, 집단, 지역,
사례관리 등의 전문적 방법론 이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 사회복지실천은 학교 혹은 교육청 내 1인이 근무하는 2차 세팅 구조로서 학
교 현장 사회복지실천가에 대한 슈퍼비전 체계를 마련하여 슈퍼비전을 실시한다는 것이 용이하
지 않다(조성심․주석진,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늘어나는 교육복지수요에 따른 학교 내
사회복지실천가들의 배치가 증가되고 있는 교육현장 상황에서 이들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강화
를 위한 슈퍼비전 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져 오고 있다(홍순혜 외,
2013). 이에 학교 현장 사회복지 슈퍼비전에 대한 관련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면서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홍순혜 외(2014)는 학교 현장 사회복지 슈퍼비전이란 교육복지
분야에서 일정정도 지식과 경험을 가진 슈퍼바이저가 지식과 기술 향상을 통해 슈퍼바이지가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 내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학교
내․외의 정책과 절차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현장에서 슈
퍼바이지가 직면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1)

학교 현장 사회복지 슈퍼비전의 선행연구
현재까지 진행된 학교 현장 사회복지 슈퍼비전 관련 선행연구들을 슈퍼비전의 현황과 실태,
슈퍼비전의 경험과 모형제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현장 사회복지 슈퍼비전의 현황과 실태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경희․배성우(2007)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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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슈퍼비전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분
석결과, 학교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슈퍼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에 슈퍼비전
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슈퍼비전의 욕구는 현재의 슈퍼비전 실태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별 상황과 학교사회복지사의 욕구에 부합되는 슈퍼비전 체계
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조성심․좌동훈(2011)은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교사
회복지사의 슈퍼비전 실태 및 욕구분석에서 학교사회복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사업명칭에
따라 슈퍼비전의 실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욕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이
를 통해 슈퍼비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슈퍼비전의 기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슈퍼비전
제공의 필요성, 학교 현장 사회복지실천가들을 중심으로 한 슈퍼비전 교육과정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홍순혜 외(2013)는 전국 11개 시도의 학교 내 사회복지실천가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
의 사회복지 슈퍼비전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슈퍼비전 인식 부족과 슈퍼바이저
역할의 혼선, 역량 미흡, 슈퍼비전 체계 부재, 학교 현장에 적절한 슈퍼비전 모형 개발 미흡 등
의 문제점을 밝혔다. 이에 따라 슈퍼비전 활성화 방법, 슈퍼바이저 양성과정 개발 및 슈퍼비전
지침 마련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학교 현장 사회복지 슈퍼비전의 경험과 모형을 탐색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지연
(2007)은 학교사회복지사의 학습조직 슈퍼비전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학습조직이론을 학교사회
복지사의 슈퍼비전에 적용하여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였다. 참여대상자들은
집단환경, 동료, 슈퍼바이저 순으로 슈퍼비전 효과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슈퍼바이
지들의 자기성찰의 기회 제공과 자신감 향상 및 소진예방 도움 등 학습조직 슈퍼비전의 유용성
을 확인하였다. 조성심․주석진(2012)은 학교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슈퍼비
전의 3대 기능 요소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들의 경험과 슈퍼비전 욕구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사업운영 내용에 슈퍼비전을 명시할 것과 사
례관련 개별 코칭 슈퍼비전 제공 및 전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학교 내 사회복지 슈퍼비전
체계구축의 필요성 등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여(2013)는 6년 이상 교육
복지사업을 담당해 온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수행 경험에 관한 현상
학적 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천현장의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현장실습의
강화와 실천적 활동에 대한 준비, 학교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략 교육, 지속적인 슈퍼비
전 및 연수과정 마련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학교사회복지들의 슈퍼비전 모형과 관련하여 홍순
혜 외(2012)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프로젝트조정자의 욕구를 수렴하여 슈퍼비전의 3대 기능에
따라 동료, 자문가, 상부 행정가 등을 활용하고 일반주의실천(generalist practice)에 기반한 슈퍼비
전 내용구성, 슈퍼비전의 체계와 구조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슈퍼비전 모형
을 제안한 바 있다.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Clark(1992)는 학교사회복지사 슈퍼비전의 한계 상황 속에서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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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료 집단의 부수적인 효과를 활용한 동료집단 슈퍼비전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사전 개발된
학습도구를 활용하여 슈퍼바이저가 없어도 교육과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료집단 슈퍼비전
을 학교사회복지 슈퍼비전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Dunn(2004)은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슈
퍼비전의 의미와 필요성 및 이점에 대해 논하면서 학교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슈퍼비전의 표준
과 모델, 관련도구 및 윤리강령에 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슈퍼비전
의 내용을 주로 할당된 과업의 완수 여부 확인과 지도감독, 교직원과의 관계평가 및 문서, 업무
전반, 학교정책과 과정 준수 등 학교사회복지 실천 전반을 다루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2. 학교 현장 사회복지 슈퍼바이저의 직무역량과 교육과정 개발

사회복지 슈퍼바이저의 직무역량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과정 개발은 슈퍼바이저의 직무역량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슈퍼바이저
의 직무역량은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로 구성되며 슈퍼비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안정선, 2007). 슈퍼바이저의 직무역량에 함의를 주는 연
구들은 슈퍼바이저의 지식과 기술, 가치 및 태도, 연령, 경력, 슈퍼비전 제공경험, 학력 등 슈퍼
바이저가 가지고 있는 내․외적 역량들이 직무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슈퍼바이저의 직무역량
은 슈퍼비전의 성공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슈퍼바이저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
심역량 모델 개발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항목별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안정선․
윤정혜, 2011; 최원희, 2009, 2013). 이처럼 슈퍼바이저의 직무역량은 슈퍼비전에 매우 중요한 요
인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은 핵심적인 과제이지만 학교 현장 사회복지 슈퍼바
이저 의 직무역량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은 찾아
보기 어렵다. Agresta(2006)는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연구에서 타 전문직인 학교임상심리사가 학교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지에 대한 여부가 직무만족 및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한 바가 있다. Tollerud와 Wickman(2004)은 학교사회복지 표준안을 총 6장으로 구성하고
이 중 학교사회복지사의 구체적 직무를 명시하면서 현임 슈퍼비전은 직접적이며 전문적인 임상
슈퍼비전으로 그 직무를 제시하고 있다.
1)

1)

학교 현장 교육과정개발연구
학교 현장 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한 교육과정개발관련 연구는 직무교육과정개발, 실습교육과 학
2)

1)

학교 현장 사회복지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저로서의 지식과 기술, 가치 및 태도를 지니고 일정기간 동
안 학교 내 사회복지실천 실무경력을 갖추고 교육복지실천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닌 자(홍순혜
외, 2014)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2013)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으로 학교사회복지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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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과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직무교육과정과 관련한 연구들은 초점집단면
담과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일반적으로 교육과정개발에 활용되는 직무분석과 역량모델링의 방법
을 활용하였는데, 먼저 안정선․윤철수(2007)는 전국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역사
회교육전문가의 수행역량분석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성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수행 역량은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영역에서 총 88개 영역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토대
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단계, 교육내용, 다학문적 접근, 교
육관리시스템 구축, 세부 교육욕구 조사 필요성 등의 교육과정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
한, 안정선․윤철수․진혜경(2008)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직무교육 현황 분석 및 직무와
역량 기반을 토대로 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연구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직
무와 핵심 역량은 학생지원, 교육복지사업운영 및 행정, 지역사회 연계, 교육 및 교사지원, 가족
지원 등의 5개 영역의 지식, 기술, 태도의 내용으로 신규 및 보수 교육 과정을 제시하였다. 안정
선․조성우(2010)는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 직무분석연구에서 학교 현장에서 중
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식, 기술, 능력, 태도, 과업을 조사하고 중요도에 따
라 교과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외 학교사회복지영역에서의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는 실습교육과 학교사회복지론 등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노혜련․김상곤(2004)은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과 사회
복지교육 관련 문헌고찰 및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 회원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사회사업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학교사회복지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상균․윤철수
(2010)는 설문조사, 초점집단면담, 교재분석 등을 통해 대학 교육과정에서 학교사회복지과목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학교사회복지의 기본 개념, 학교환경 및 관련정책 등 기초 내용 강화와
표준화된 학교사회복지 실천 사례 개발, 학교사회복지 관련한 기초과목과의 연계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학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은 직무분석이나 역량모델링 보다는 기존 자
료 분석, 초점집단면담, 전문가 설문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3. 개입연구

개입연구의 의미와 목적
개입연구는 실천개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입의 체계적인 과정과 유용한 개입 결과물을 생
산하는 프로그램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혁신적인 개입을 개발하는 연구를 의미한다(Thomas
& Rothman, 1994). 이는 1960년 후반 이후 연구결과를 실천현장과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게
하고 사회적으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연구방법이다(서진환,
2004). 개입연구 영역에서 특히, 설계․개발(Design & Development)은 개입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
기반의 문제해결 과정이다. 설계․개발에서 조사는 실천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실천을 위한 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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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며 설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설계란 혁신을 창조하거나 재구조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과학, 기술, 실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예술성과 상상력,
창의성이 요구된다(홍순혜․이시연, 2007). 이러한 설계․개발의 목적은 새로운 인간서비스 테크
놀로지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개입 연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 예를 들어
사정도구, 개입도구, 프로그램, 체계, 정책 등이 결과적으로 산출된다. 교육과정 역시 개입연구의
최종적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다.
개입연구의 단계
프로그램 설계․개발은 문제분석 및 프로젝트 계획, 정보 수집 및 종합, 설계, 초기 개발 및
파일럿 실험, 평가 및 후기 개발, 보급의 여섯 가지 공통된 단계와 각 단계의 과제를 가지고 있
다(Thomas & Rothman, 1994). 또한 각 단계를 이행하였을 시에는 최종 결과물이 산출되어야 한
다. 문제분석 및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는 문제 및 요구분석, 실행 가능성에 관한 조사 결과가
산출되어야 한다. 정보 수집 및 종합 단계에서는 다양한 정보 검색 목록과 요약, 정보를 통합한
결과가 산출되어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개발하려고 1차 개입 프로토콜이 준비되고 이후 시범
실행을 통해 보완점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최종 평가에서는
다양한 양적 및 질적 조사방법을 통해 최종 모형이 산출되는데, 개입연구에서는 다차원적인 평
가설계방법을 활용하고 있다(서인해, 2004). 이러한 실험과 평가를 거쳐 수정된 개입 결과물은
보급이 되고 보급의 평가는 다시 개입과정에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입연구를 활용하여 실
습교육모형(이시연, 2001), 학교사회복지 슈퍼비전모형(김지연, 2007), 실습과제모형(서진환, 2004),
프로그램 모형(김은영, 2011; 김혜련, 2004), 수업설계 모형(안정선․배진형, 2014)을 개발한 사례
들이 있다. 이렇듯 개입연구는 실질적인 개입과 실천을 통해 프로그램이나 교육모형 등 최종 결
2)

순서
1단계

단계
분석 및 기획

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정보수집 및 종합
설계
초기개발
평가 및 후기개발
보급

2

<표 1> 개입연구의 단계와 결과물

관련 활동
문제확인 및 분석
개입기획
다양한 정보수집
정보종합
초기 개입 설계
초기 파일럿 실험 및 모니터링
효과성 평가
초기개입 수정 및 후기개입 제시
다양한 보급전략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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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문제분석결과,
연구조사계획
문헌고찰 결과,
정보종합
개입프로토콜
초기개입 모니터링
평가결과
후기개입 결과물
보급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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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물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연구방법이다. 개입연구의 개발 단계와 산출물을 Thomas & Rothman
(1994), 김은영(2011)을 토대로 재구성해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전체 모형 및 단계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 사회복지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
하기 위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입연구방법론(intervention research)을 활용하였다. 개입연구의
특성 상 다각적 조사방법을 활용하는데, 문헌고찰, 전문가간담회, 질적 내용분석, 효과성 평가를
위한 양적 반복검증 방법 등이다. 특히, 교육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직무
교육과정 개발 시에 활용되는 전문가간담회와 교육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조사 설문
기록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추진과정은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개입연구의
6단계를 토대로 문제분석과 정보수집 및 종합, 설계, 초기개발 및 파일럿실험을 교육과정 개발
로, 최종 평가 및 후기개발과 보급을 교육과정 실행 및 평가로 분류하여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방법은 문헌고찰, 현장요구파악, 시범실행 및 모니터링, 실행 및 효과성 평가의 4가지 방법인데,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요구분석 및 교육과정의 모니터링, 최종 모형 평가를 위해 수행된 교육과정(기
초2-8기, 심화1-3기)의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효과성 평가를 위해 양적 설문조사(사전사후, 만족
개발단계
문헌고찰
현장의
교육과정 요구 파악
개발
시범실행 및
모니터링
교육과정
실행
및 평가

<표 2> 전체 개입연구 단계와 추진방법

관련 연구 및 추진방법
• 선행연구고찰
• 전문가 간담회
• 요구 파악을 위한 설
문 조사
• 파일럿 실험
• 모니터링: 인터뷰 및
내용분석
• 교육과정 실행
실행 과정 및
효과성 평가 • 설문조사: 양적 분석,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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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기

연구참여자
연구진
2011년 7월
학교사회복지현장경력
-2012년 5월
7년 이상의 실무자 및
학계전문가 19명
1기 교육과정 참여자
2012년 6월-12월
4명
2-8기 기초과정 참여자
2012년 12월
99명
-2014년 8월
1-3기 심화과정 참여자
45명

학교사회복지, 제29호

도설문)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양적 평가 방법

연구참여자
슈퍼바이저 양성 기초과정에 참여한 교육 참여자는 119명이었으나, 사후 설문을 하지 않았거
나 무응답 문항이 많은 20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99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으며 참여자의 일반
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기초과정 교육에 참여자들은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로 실
시한 1기를 제외하고 2기부터 8기까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한 기수 당 적게는 5명
많게는 2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지역으로는 부산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전남, 춘천
등 다양한 지역에서 대부분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혹은 학교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간혹
위센터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상담사로 근무하는 실무자가 본 교육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

<표 3> 기초과정 교육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기수

백분율

범주

빈도

2

12

12.1

3

24

24.2

4

8

8.1

5

9

9.1

6

20

20.2

7

21

21.2

8

5

5.1

14

14.1

범주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전북
전남
춘천
광주

80

80.8

울산

5

5.1

프로젝트
조정자
직위
지전가/
학교사회복지사
기타

(%)

구분

근무
지역

합계

(N=99)

빈도

백분율
(%)

6

6.1

30

30.3

52

52.5

1

1.0

3

3.0

1

1.0

1

1.0

2

2.0

3

3.0

99

100

슈퍼바이저 양성 심화과정 교육 참여자는 51명이었으나, 사전 혹은 사후 설문을 하지 않았거
나, 무응답 문항이 많은 6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45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는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심화과정은 3기까지 실시하였는데 한 기수 당 적게는 5명 많
게는 3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지역으로는 부산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인원의 3/4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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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혹은 학교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전직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혹은
위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던 교육참여자도 있었다.
<표 4> 심화과정 교육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45)

구분
기수

백분율

범주

빈도

1

10

22.2

2

30

66.7

3

5

11.1

9

20.0

34

75.6

2

4.4

프로젝트
조정자
지전가/
직위 학교사회복지사
기타

(%)

구분

범주
서울
경기
부산
전북

근무
지역

합계

전남
춘천
무응답

빈도

백분율
(%)

6

13.3

5

11.1

24

53.3

5

11.1

1

2.2

1

2.2

3

6.7

45

100

사전사후 측정 도구
본 연구는 표준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사전사후설계(단일집단전후비교설계)로 <표 5>의 도구
를 활용하여 교육 참여자의 역량에 대해 사전사후를 측정하였다.
2)

슈퍼바이저의 직무
본 척도는 안정선(2007)이 선행연구(Kadushin, 1992; Jeffreys, 2001; Tsui, 2004) 및 전문가 델파이
(20명)를 중심으로 슈퍼바이저가 수행해야 할 세부 직무에 대해 개발한 것으로 ‘슈퍼비전 정보
수집’, ‘세부프로그램 및 사례기록에 대한 분석, 피드백 제공’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문항들은 슈퍼바이저의 직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그렇지않
다’부터 ‘매우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Cronbach's alpha 계수는 . 891이고 본 연구
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15였다.
(1)

슈퍼비전 기능
본 척도는 Jeffreys(2001)가 슈퍼비전이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
해 Kadushin(1992)의 사회복지 슈퍼비전 기능을 토대로 수정 보완한 도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요인을 제시한 것이다. 행정적 기능차원인 ‘정책, 기획, 예산 편성 논의’, 교육적 기능 차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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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전문적 기술과 기법을 논의하고 가르치기’, 지지적 기능의 ‘긴장과 좌절, 스트레스 상황
원조’등 총 7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를 ‘매우그렇지않다’부터 ‘매우그
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Jeffreys(2001)의 연구에서 각 문항의 평균 Cronbach's alpha 계
수는 .895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824로 나타났다.
영역
슈퍼바이저의
직무
슈퍼비전의
주요기능

<표 5> 측정도구의 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슈퍼바이지에게 제공해야 하는 수행과업과
슈퍼바이저로서의 슈퍼비전 준비과업
슈퍼비전의 행정적, 교육적, 지지적 기능

문항
15문항
문항

7

신뢰도
.915

.824

분석 방법
통계프로그램(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실험집단의 교육 실시 전과 후의 평
균비교와 각 집단 간 평균차이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표본 수가 15명 이상
이 안 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비모수 검정을 활용하였다.
3)

3. 질적 평가 방법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의 평가요소에 대해 나승일(2009)은 교수자의 학생응대 태도와 강의에 대
한 열의, 강의준비도와 진행속도, 교육목표의 적절성, 참여자 수준에 맞는 내용 구성, 교육방법
의 적절성,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시하였고 안정선․배진형(2014)은 교육방식, 과제와 평
가방식, 교수자 및 참여자의 태도와 상호관계성, 교재와 참고자료 선정, 수업을 통해 얻은 점,
개선 및 건의 사항의 6가지 요소로 교육과정을 평가하였는데, 본 연구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
육과정이 아니라 단기간에 진행되는 현장 직무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운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을 통해 얻은 점, 개선 및 건의사항(사후관리)의 5가지 요소를 활용하였다.
설문분석 자료는 기초 및 심화과정 사후 평가 설문참여자 115명의 개방형 설문의 기록 내용
이다. 설문내용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5가지의 기존 평가 영역 범주에 따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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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 커리큘럼 및 개발과정
1. 교육프로그램 설계과정

와 Rothman(1994)은 개입연구의 일반적 절차로 문제분석 및 프로젝트 계획, 정보 수집
및 종합, 설계, 초기 개발, 평가 및 수정 개발 보급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를 따
라 교육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전문가 간담회, 개발자 간담회, 시범실행
참여자 피드백 등의 4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그림 1>참고). 개입연구의 각 절차에 따라 활용
한 연구방법을 정리해보면 <표 6>과 같다.
Thomas

개입연구 절차

<표 6> 개입연구 절차별 연구방법 및 도출 내용

문제분석 및 프로젝트 기획
정보수집 및 종합, 설계 ➞
초기개발 ➞
초기개발에 대한 평가 ➞
수정개발, 보급

연구방법

문헌고찰

도출 내용
교육과정 내용
핵심요소 추출
교육과정개발 합의 및
교육과정 기본안 도출

전문가 간담회
기초 교육과정 기본안
슈퍼바이저 양성과정 2일 프로그램 도출
파일럿 테스트에 대한 참여자
교육과정 세분화 및
피드백
현장 활용 방안 모색
개발자 간담회
슈퍼비전 양식 개발
기초 및 심화 교육과정 도출
슈퍼비전 양식 매뉴얼 발간

개입연구 프로젝트 기획 시 Rothman(1994)은 재원, 시간설정, 공간, 참여인력, 자료수집방법,
현장실험, 평가 측정도구 및 세팅, 표집 조건과 방법, 자료처리 및 분석, 전문적 논문, 개입결과
물의 보급방법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제언하고 있는데(홍순혜․이시연, 2007) 이러한 요소
들을 기반으로 각 단계별 프로그램 설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내용선정을 위한 이론적 고찰과의 연결성
슈퍼비전에 관한 직무교육의 욕구는 보수교육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경기복지재단, 2013;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4)에서 이미 밝혀
진 바 있다. 이는 학교 현장의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도 동일하다(조성심ㆍ좌동훈, 2011; 조성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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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육프로그램 설계 과정

ㆍ주석진, 2012, 홍순혜 외, 2013). 교육복지 현장에서 슈퍼비전이라는 용어가 아직 일반화되지는
못하고 있고 현장의 특성상 슈퍼비전을 진행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단발성적인 특
강 형식의 보수교육이 아니라 현장 슈퍼바이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슈퍼비전
체계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슈퍼바이저에게 필요한 직무역량에 대해 고찰
하여 내용을 선정하였다.
윤정혜 외(2012)의 연구에서 이용시설 근무 사회복지사의 책무로 사례관리, 상담, 프로그램 개
발, 지역사회조직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의 필요도에서는 사례관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상위순위로 조사되었다. 교육복지사의 보수교육과정 연구에서도 역시 위와 비슷한 항목
이 우선 순위를 기록하였는데, 사례관리, 위기개입, 가정기능강화프로그램, 지역네트워크구축, 프
로그램 기획과 평가, 인력관리 등이 높은 순위로 조사되었다(안정선․윤철수․진혜경, 2008). 학
교사회복지사의 지식 직무 역량 상위 순위로 대상학생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및 상담, 지역사
회조직 및 실천, 프로그램 계획과 평가, 아동 청소년 정책 영역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연
구 결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안정선․윤정혜, 2011). 학교사회복지사의 기본 직무로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보수 교육 과정에서도 역시 이러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위의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교육복지사 직무 중 가장 핵심 업무로 제시(한국
교육개발원. 2007, 2008)되는 사례관리, 지역사회네트워크,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등의 영역에서 슈퍼비전을 어떻게 제공할지를 중심으로 본 교육과정을 기획하였다.
전문가 간담회
교육복지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고민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 교육복지 현장 전문가들이
2011년 7월, 9월 두 차례의 모임을 가졌다. 학교사회복지현장 7년 이상 경력 실무자 및 연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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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7월 첫모임에서 학교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이들을 통해 현장의 실
무자들 간 자생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슈퍼비전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가 발전되어 9월 두 번째 모임에서 학교 현장의 사회복지 슈퍼비전에
대해 관심을 가진 12명의 학계 및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교육복지 현장 슈퍼바이저 양성을 위
한 교육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교사회복
지 교육과정,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자격시험, 보수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고려해 협회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관계자가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 모임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들의 회의를 통해 최종 교육과정을 선정하였다.
교육과정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한국교육개발원(2008, 2009)에서
제시한 교육복지사의 직무 분석, 본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7>과 같다.
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슈퍼비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슈퍼바이저로서의 역량이나 역할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주요 직무에
서 어떻게 슈퍼비전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학교
사회복지사의 핵심 직무인 사례관리와 지역사회네트워크에 있어 슈퍼비전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교육내용에 포함하였다.
7

<표 7> 교육복지 현장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과정 1차안

번호

내용

1
2
1

일차

3
4
5
6

2

일차

7
8
9

자기소개, 기대 나눔
슈퍼비전 총론: 개념, 모델, 기능, 기법, 윤리적 가치
슈퍼바이저 역량과 역할: 자기이해, 자세, 가치 역량
슈퍼비전의 내용: 슈퍼비전 기능을 통해 본 학교 현장 슈퍼비전 내용
(행정적/교육적/지지적 기능)
평가회-교육에 대한 평가(자유주제 기록)
임상 슈퍼비전: 개별 집단 실천, 사례관리에 대한 슈퍼비전
지역네트워킹 및 실무자 연대 전략: 협력적 파트너쉽
교육 참여자들의 자유주제 토론: 딜레마와 어려움, 방향성 등
평가회: 전체와 다음 회기에 대한 교육내용 안

교육 참가자들이 실무자로 시간을 자유롭게 낼 수 없는 여건인 점을 감안해 총 2일 정도의
시간을 기획했으며 교육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위해 교육 운영 시간은 1일 8시간의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근무 시간 중 교육 참가를 위한 왕복 소요 시간,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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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주제를 2일에 나누어 소화해 내기 위해 총 13시간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총 2일 13시간으
로 교육을 기획하였다. 첫날은 슈퍼비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둘째 날은 주요 직무에서 슈
퍼비전 제공 초점 등을 다루도록 하였다.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ing, 시범실행) 및 교육참여자 간담회
시범실행(pilot testing)은 2012년 2월 초 본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3년 경력 이상의 학교사회복
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프로젝트조정자 등 12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서울지역에서 진행하
였다. 교육 신청 시 일반적 사항, 참여 동기 및 욕구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해 참여자들에 대
한 이해도를 높였고 교육내용의 모니터링을 위해 2회의 토론 및 평가회를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평가내용을 수렴하였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7) 조사결과,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 교육 방식으
로 강의 설명형보다 토론 실습 중심형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약 73%로 월등히 높았던 점을
감안해 토론과 실습을 통한 참여형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 이후 교육참여자 간담회 및 연구진 자체 평가에서 크게 두 가지 문
제가 대두되었다. ‘슈퍼비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었으나 이를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
할지 막막하다’라는 것과,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슈퍼비전을 제공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라
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첫째, 학교사회복지 현장에서 슈퍼비전을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양식 및 지침을 개발하는 것, 둘째,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실제 주요 직무
에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슈퍼비전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강화한 심화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
하기로 하였다.
첫째, 슈퍼비전 양식 개발은 연구진을 비롯해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했던 교육 참여자 중에서
양식 개발 의사가 있는 실무자 4인이 참여한 가운데 3회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1차
개발된 슈퍼바이지 교육적 사정 척도와 직무역량 척도, 슈퍼비전 계획서, 슈퍼비전 과정기록지,
슈퍼비전 진행 지침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교육적 사정척도는 Munson(2002) 임상사회복지 슈퍼비전 핸드북에서 제시한 교육적 사정척도
를 실무자들과 논의 하에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했으며, 직무역량 척도
는 3가지로 분류해 ① 가치 및 태도영역, ② 지식 및 기술 영역, ③ 일반주의 실천기반 핵심지
식과 기술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직무역량척도는 Fortune(1994)의 일반주의 실천에 근거
한 내용모델과 한국교육개발원(2008, 2009), 안정선․윤철수․진혜경(2006, 2008)의 사회복지사 직
무역량척도와 학교 내 사회복지실천가 직무표준을 조합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직무역량척도는 항목별로 업무에 있어서 중요도, 슈퍼비전에서 다루어지기 바라는 우선도, 자
신의 실제 숙련도를 표시하게 해 슈퍼바이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였으며 교
육적 사정 척도와 함께 본 내용을 분석해 슈퍼비전 계획서를 수립한 후 이에 근거해 슈퍼비전
을 진행하고 과정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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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개발자 중 희망자 3인이 양식을 활용해 슈퍼비전을 진행하도록 하고 2개월 후 슈퍼비전
진행 사례에 대한 나눔과 자문의 시간을 가졌으며 피드백을 반영해 최종 활용 양식을 수정 보
완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을 기초와 심화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는데, 심화과정은 업무와 연관된 더욱 실
제적인 워크숍을 희망하는 참가자들의 욕구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었다. 기초 과정은 슈퍼비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시간으로, 심화 과정은 업무와 관련한 각 영역의 슈퍼비전에 대한 실제적
인 내용 및 실습을 진행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기초 과정을 이수한 이후 몇 개월의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 슈퍼비전을 진행하는 실습을 해 본 후 심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2. 교육 프로그램 내용

본 교육과정의 목적은 ‘학교 현장 사회복지실천 선임 실무자로서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동
료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도록 슈퍼비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 및 슈퍼바이
저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대상은 교육복지 현장에서 3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료 혹은 신입 실
무자에게 슈퍼비전 제공을 희망하는 자로 참가 대상자를 한정하였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하는 실습지도자 기준이 3년 이상인 점을 반영해 실무자 대상 슈퍼바이저는 5년 경력 이상
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교육복지사업이 시작된 것이 2012년 교육 시작일 기준으로 10년이
안된 점과 프로젝트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학교사회복지사 등 학교 내 사회복지실천가들
의 이직이 빈번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교육참여자는 교육효과와 참가자들 간 원활
한 소통을 위해 20명 내외로 하되 특수한 경우 최대 30명까지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교육 강사로 학교사회복지, 교육복지, 사회복지 슈퍼비전 분야에 10년 이상 연구, 강의, 실천
등으로 활동해 왔던 본 연구진 5명이 주강사로 투입되었으며 필요시 외부 강사를 선임하였다.
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참가자 부담으로 하여 필요 경비를 충당하였는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교육을 요청해 주최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를 부담하였다. 교육장소는 연구진들
이 속한 대학의 강의실을 대여해 교육참가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지역의 여건에 따라 교육장소를 정하
였다.
본 교육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되는데, 기초과정은 교육복지 현장의 슈퍼비전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루는 총론에 해당하며, 심화과정은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각 직무 영역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더불어 슈퍼바이저로서 중점적으로 슈퍼비전을 실시해야 할 부분을 다루
는 각론에 해당한다. 교육시간은 기초, 심화 과정 각 2일 13시간씩, 총 26시간의 일정으로 진행
하였으며 기초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심화과정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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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교육
목표
교육
대상
및
인원

<표 8> 학교 현장 사회복지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과정 개요

도출 내용
학교 내 사회복지실천 선임 실무자로서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동료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도록
슈퍼비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 및 슈퍼바이저로서
의 기본 직무 수행을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함
교육복지 현장에서 3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으
면서 후임 혹은 신입 실무자에게 슈퍼비전 제공을 희망
하는 자(교육참여자는 교육효과와 참가자들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 회당 30명이내로 제한)

교육
내용

⁃ 기초과정은 교육복지 현장의 슈퍼비전 및 슈퍼바이저
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루는 총론
⁃ 심화과정은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각 직무 영역에서
슈퍼바이저로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슈퍼비전
내용 및 방법을 다루는 각론
⁃ 학교 현장 슈퍼비전 양식 제공 및 실습
⁃ 슈퍼비전 문제와 방향에 대한 토론과 나눔
⁃ 구체적 내용 구성은 <표 6>제시

교육
시간

기초, 심화 과정 각 2일 교육시간 13시간, 총 26시간
(식사시간 포함, 총 30시간)

교육
방법

강의, 토론, 실습을 통한 참여형 교육

교육
강사

학교사회복지, 교육복지, 사회복지 슈퍼비전 분야에 10년
이상 연구, 강의, 실천 등으로 활동해 왔던 교수, 연구자,
실무자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참가자 부담으로 충당
단, 교육(지원)청 요청에 의한 교육의 경우 교육(지원)청
에서 경비 부담
교육 참가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 경비를 최소화.
단, 교육(지원)청 요청에 의한 교육의 경우 지역의 여건
에 따라 교육장소 선정

교육
경비
교육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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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 근거

문헌고찰(Kadushin, 1992; Tsui,
M. 2004)을 토대로 전문가
간담회 및 개발자 간담회 합
의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
문헌고찰(윤정혜 외2012; 안
정선 외, 2008; 안정선 외,
2011; 한국교육개발원 2008;
2009)과 전문가간담회 논의
결과 시범실행을 거쳐 수정
안 도출
양식개발은 Munson, 2002; 안
정선 외, 2009; Fortune, 1994,
한국교육개발원 2008, 2009
토대
필요시간 기획 후 전문가 간
담회 통해 현장 여건 반영,
조율
문헌고찰(한국사회복지사협
회, 2007) 및 전문가 간담회
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방법
선정
개발자 간담회 논의 결과
개발자 간담회 논의 결과
개발자 간담회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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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발 이후 파일럿 실험 및 참여자들의 피드백 과정과 진행자들의 평
가를 통해 보완되었으며 이후 표준교안과 표준화된 서식, 도구 등을 마련하여 각 기별 운영에
있어 특별한 차이가 없도록 하였다. 기초ㆍ심화 교육과정 내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학교 현장 사회복지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 최종 내용

1
2

일차

1

3

4

5

일차

2

6

7
8

기초과정(13시간)
자기소개, 기대나눔
슈퍼비전 개관: 슈퍼비전의 개념, 구성
요소, 현황, 방향성
학교 현장 슈퍼비전 기능 및 내용
(교육적․행정적․지지적 기능)
자유토론 주제1: 교육복지 현장 지역별
슈퍼비전 현황과 문제 나눔
학교 현장 슈퍼바이저의 역량과 역할 /
자기인식
슈퍼비전의 기획과 과정, 단계
슈퍼비전 양식, 진행 지침 안내 및 슈
퍼비전 계획서 작성 실습I
자유토론 주제2: 교육복지 현장 슈퍼비
전의 과제와 방향
평가회 및 수료증 배부
V.

심화과정(13시간)
자기소개, 기대나눔
사회복지 슈퍼비전 모델과 기법, 과정
에 대한 이해
직접서비스 실천 기술 향상을 위한 슈
퍼비전
프로그램 기획과 성과측정 슈퍼비전
(프로그램 이론과 기획서 작성 슈퍼비
전 실습)
학교 사례관리 슈퍼비전
(사례관리이론과 슈퍼비전 실습)
지역사회 및 네트워크 슈퍼비전
코칭기반 슈퍼비전 계획서 작성 실습II
및 슈퍼비전 진행 사례 나눔
평가회 및 수료증 배부

실행과정 및 평가 결과

1. 실행과정 평가

슈퍼바이저 양성과정은 2012년 2월 시범실행 1기를 시작으로 2014년 6월 현재 기초 8기, 심화
3기 총 11기가 진행되었다.
교육은 교육청이나 지역 협회, 교육복지연구 센터 주최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대
부분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프로젝트조정자가 많이 있었는데 과정에 따라서 프로젝트조정자들
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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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기
2
3

기초

4
5
6
7
8

심화

1
2
3

<표 10> 교육 실행 일시 및 참가자수

일시
2012년 7월
2013년 1월
2013년 2월
2013년 4월
2013년 8월
2013년 8월
2013년 11월
2012년 8월
2013년 8월
2014년 2월

참가자수
18
24
13
11
20
29
9
13
30
8

주최
센터, S시
B, D교육복지사협회
센터, S시
B시교육청
B시교육청
K도교육청
센터, S시
센터, S시
B시교육청
센터, S시

운영내용 평가결과
교육을 진행하면서 매 회 참가자들이 구두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교
육내용 및 운영과정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교육과정이 표준화된 교육내용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여자의 평가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운영내용
평가는 앞서 교육과정의 평가요소로서 먼저, 교육운영구조, 교육내용, 교육방법, 건의사항의 4가
지 요소로 내용분석을 하였고 교육을 통해 얻은 점은 목표성취도와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별도
로 분석하였다. 평가에서 나온 제안들과 그에 대한 보완사항을 범주화해서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1)

범주

<표 11> 교육과정에서 보완 의견 및 반영사항

하위범주
강의 시간이 타이트함, 여유로운 시간 배분

반영사항
강의 시간을 줄이고 실습 및 쉬는 시간 제
공 늘림
교육
접수 시 교육복지 현장 3년 경력 이상 여부
참가 자격 엄격한 규정
확인 강화
거리상 부담, 지방에서 오는 사람에 대한 가급적 서울 중심부에서 교육, 인근 숙소
숙박 지원
사전 안내
운영
여러 가지 여건상 1박2일은 무리인 것으로
구조 1박 2일로 충분한 시간 확보
판단, 저녁 교류시간 활용
분임토의 시간 보강
가급적 토의시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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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종료 후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통해 교류의 시간 가짐. 교육 중 토의나 쉬
는 시간 활용한 교류 권장
슈퍼비전을 직접 진행하면서 노하우를 정리
해 팁 제공
심화 과정 주제별 강의에 포함
양식을 가지고 진행해 본 교육 참가자가 사
례 발표 시간 가짐
실습 내용 보완 및 실습 시간 확대
교육내용에 실제 사례를 포함하고 주제별
토론 내용 강화
타전공 슈퍼바이지를 위한 배려로 윤리강령
점검의 경우, 각자 전공 분야 윤리강령 점
검으로 대체하는 등 유연한 제시
양식을 간략화해 사용하는 방안 제시
교육 종료 2개월 후 실행한 슈퍼비전에 대
슈퍼비전 진행한 것에 대한 피드백 제공
한 자문,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자
문 시간 배분
건의 심화과정 각각의 주제별로 충분한 시간 확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주제별 심화 과정 시
사항 보해 개설
도함
슈퍼바이저를 위한 슈퍼비전, 슈퍼바이저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차원에서 슈퍼바이
간의 교류 필요
저 자조 모임 개설
그룹 외 다른 참여자와 공유 시간 필요, 참
가자들 간 관계형성 기회 제공
교육 슈퍼비전 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노하우 제
내용 공
슈퍼비전 관련 기법 제공
슈퍼비전 진행 실제 사례 제시
실습 시간 충분히 확보
관련 주제나 사례에 대한 토론 강화
교육
방법 교육 내용이 사회복지사 위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슈퍼비전 양식이 많고 복잡함

표 11>과 같이 매 회 교육과정 종결 시, 교육참여자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참여자들의 의
견을 수렴하였다. 차후 교육과정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은 이론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실습시간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을 통한 목표성취 내용분석 결과
프로그램 종결 후의 사후 설문조사(N=115)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점에 관해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을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교육을 통해 얻은
점은 크게 슈퍼비전의 중요성 인식, 슈퍼비전에 관한 지식 습득, 슈퍼바이저로서의 자기인식, 기
술 등 자질 향상, 학교 내 사회복지실천가로서의 직무수행 전문성 향상, 동료지지 체계 확보의
5가지 범주로 정리되었다. 이는 본 교육과정의 목표였던 실천의 전문성 향상과 슈퍼비전 기본
지식 습득 및 역량강화 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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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목표

성취
내용

<표 12> 교육을 통해 얻은 점 분석 결과

하위범주
슈퍼비전의 중요성 인식

슈퍼비전 기본 지식 습득
슈퍼바이저로서의 자질 향
상
직무수행 및 실천의 전문성
향상
동료 지지 체계 확보

요인들
슈퍼비전 필요성 이해, 의무로서의 인식, 슈퍼비전 동기부
여, 참여의지 향상
슈퍼비전에 대한 이론적 준거틀 학습, 슈퍼비전 기능 파
악, 슈퍼비전 계획 수립, 슈퍼비전 방법 이해, 슈퍼비전의
체계성 확립
슈퍼바이저의 역할 이해, 역량강화, 리더로서의 위치 파
악, 객관적인 자기 이해, 자기계발 방향성 정립
현장에 대한 이해도 향상, 업무에 대한 재점검, 실천기술
적용 능력 향상, 교육복지 직무수행 역량강화, 업무 정체
성 점검, 사업계획 구상
정보 교류 기회,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을 통해지지 얻
음, 동료의식 확인

만족도 평가
교육과정의 만족도 설문지를 통해 전반적 만족, 강사, 장소, 시간, 운영의 만족도의 5가지를
평가하였는데, 설문참여자 115명을 대상으로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13>과 같다.
3)

항목
전반적 만족도
교육 강사 만족도
교육 장소 만족도
교육 시간 만족도
교육 운영 만족도

<표 13> 교육과정 만족도 평가 결과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38(34.2%)

61(55.0%)

11(9.9%)

1(0.9%)

42(26.2%)

63(57.3%)

4(3.6%)

1(0.9%)

24(21.6%)

49(44.1%)

27(24.3%)

9(8.1%)

25((21.9%)

61(53.5%)

24(21.1%)

4(3.5%)

35((30.4%)

66(57.4%)

14((12.2%)

매우불만족
2(1.8%)

교육과정의 만족은 교육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교육
전반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34.2%, 만족이 55%로 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9.2%로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교육 담당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2. 효과성 평가결과

본 교육과정인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사전사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는
- 364 -

안정선 등 / 학교 현장 사회복지 슈퍼바이저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효과분석

데, 그 결과는 <표 14>~<표 16>과 같다.
첫째, 슈퍼바이저 양성 기초과정 교육 참여자의 슈퍼비전 직무와 기능 수행 능력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에 참여했던 참여자 전체와 설문에 15명 이상 응답한 3개 기수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슈퍼비전 직무 수행의 사전 사후 결과는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는 평균값이 51.71(sd=7.656)이었으나, 교육 이후에는 58.51(sd=6.861)로 6.798점 상
승하였고, 이러한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다(t(df=98)=-8.095, p<.001(=
.000)). 이 결과를 통해 슈퍼바이저 양성 기초과정 교육은 교육 참여자의 슈퍼비전 직무 수행 능
력을 6점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슈퍼비전 기능은 교육 전과 후의 평균값이
23.70(sd=3.457)에서 26.42(3.231)으로 2.727점 상승하였고, 이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표 14> 슈퍼바이저 양성 기초과정 직무 및 기능 수행

항목

기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전-사후
평균 자유도 t값
(표준편차)

(N=99)

값

p

사전 51.71(7.656)
-6.798
98
-8.095
.000
(8.356)
사후 58.51(6.861)
사전 48.25(6.854) -12.333 23 -9.365 .000
3기
슈퍼
(n=24)
(6.452)
사후 60.58(7.430)
바이저의
사전 52.35(7.028)
6기
-4.555
직무
19
-3.498
.002
(n=20)
(5.817)
사후 56.90(3.959)
사전 55.71(7.107)
7기
-4.476
20
-2.244
.036
(n=21)
(9.141)
사후 60.19(7.527)
기초
과정
사전 23.70(3.457)
-2.727
전체
98
-7.269
.000
(3.733)
사후 26.42(3.249)
사전 23.42(3.296)
3기
-3.792
23
-5.590
.000
슈퍼비전 (n=24) 사후 27.21(3.375)
기능
사전 23.90(3.698)
6기
-1.550
19
-1.870
.077
(n=20)
사후 25.45(2.523)
사전 24.81(3.459)
7기
-2.381
20
-2.749
.012
(n=21)
사후 27.19(3.572)
# 특정 표본 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집단차이 검증 결과를 제시함(3, 6, 7기). 표본수가 적은 기수에
대해서는 <표 15>에서 비모수검증결과를 제사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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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t(df=98)= -7.269, p<.001(=.000)). 슈퍼바이저 양성 기초과정 교육을 통해 교육 참여자의
슈퍼비전 기능 수행 능력이 2점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교육과정은 학교 내 사회복지실천
가들의 슈퍼비전 기능과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비교집단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각 기별 반복적인 효과성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 특정 표본 수 이상으로 검증이 용이한 기수(3, 6, 7기)에 대해 집
단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직무와 기능 모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기수는 전문성 향상과 슈퍼비전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진 실무자들의 초청으로 최초로 지
방에서 교육을 진행했던 3기였다.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는 직무수행능력 평균값이 48.25(sd=
6.854)이었으나, 교육 이후에는 60.58(sd=7.430)로 12.333점 상승하였다. 이러한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df=23)=-9.365, p<.001(=.000)). 기능수행능력도 평균값이 23.42(sd=
3.296)이었으나, 교육 이후에는 27.21(sd=3.375)로 3.792점 상승하였고, 이러한 평균값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df=23)=-5.590, p<.001(=.000)). 한편, 표본수가 적은 2,4,5,8기를 비모수
검정(검정유형:Wilcoxon)을 통해 분석한 결과, 4기와 5기의 슈퍼비전 직무와 기능이 좋아졌고 2기
는 슈퍼비전기능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p<.05).
항목

<표 15> 2, 4, 5, 8기 슈퍼바이저 양성 기초과정 직무 및 기능 수행

기수
2기
기초 슈퍼 4기
과정 바이저의
직무 5기
8기

N

Z

값

p

값

항목

11

-.980

.327

6

-2.201

.028

9

-2.197

.028

4

-1.826

.068

슈퍼
비전
기능

기수
2기
4기
5기
8기

N

값

Z

값

p

11

-2.288

.022

6

-2.214

.027

9

-1.960

.050

5

-1.289

.197

둘째, 슈퍼바이저 양성 기초과정 교육 참여자의 슈퍼비전 직무 및 주요 기능 수행 능력 향상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표 16>에서와 같이 모든 변수가 유의미함을 보였
다.
특히 모든 변수가 유의미하지만 사전-사후 점수 차이를 보면 슈퍼비전 직무수행능력과 기능
수행능력 모두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로 비자발적인 참여보다 자발적인 참여의 경우, 지역
사회교육전문가와 프로젝트조정자 등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20명 미만의 교육생
이 참여했을 때 보다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인원이 교육에 참여했을 때가 더 많은 점수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전-사후 평균이 가장 많게는 슈퍼비전 직무 수행능력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9.795(sd=8.714)를 보였고, 이러한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
다(t(df=43)=-7.456, p<.001(=.000)). 반면 슈퍼비전 기능 수행능력에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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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슈퍼바이저 양성 기초과정 직무 및 기능 수행 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항목
슈퍼
비전
직무
수행
기초
과정
슈퍼
비전
기능

구분
자발
참여자 자발성
특성
비자발
직위 같음
기수별 참여자
교육
동질성
직위 섞임
운영
1명이상~20명 미만
교육
방식
참여자 수 20명이상~30명 미만
자발
참여자 자발성
특성
비자발
같은 직위
기수별 참여자
교육
동질성
직위 섞임
운영
1명이상~20명 미만
교육
방식
참여자 수 20명이상~30명 미만

사전-사후 평균 자유도
(표준편차)

값

값

t

p

-9.795(8.714)

43

-7.456

.000

-4.765(7.353)

50

-4.628

.000

-6.237(6.855)

37

-5.608

.000

-7.667(9.240)

56

-6.265

.000

-5.796(7.908)

48

-5.130

.000

-8.478(8.684)

45

-6.622

.000

-3.435(3.722)

45

-6.259

.000

-2.137(3.736)

50

-4.085

.000

-2.395(3.936)

37

-3.751

.001

-2.983(3.669)

58

-6.244

.000

-2.490(3.865)

50

-4.602

.000

-3.043(3.675)

45

-5.616

.000

자발적인 참여는 -2.137(sd=3.736)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사전-사후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이었다(t(df=50)=-4.085, p<.001(=.000)).
셋째, 슈퍼바이저 양성 심화과정 교육 참여자의 슈퍼비전 직무와 기능 수행 능력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표 17>에서 보듯이,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하기
전의 슈퍼비전 직무 수행 능력 평균이 51.16(sd=7.040)에서 60.53(sd=5.544)으로 9.372점 상승하였
고, 이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df=42)=-10.026, p<.001(=.000)). 이 결과를 통
해 슈퍼바이저 양성 심화과정 교육은 교육 참여자의 슈퍼비전 직무 수행 능력을 9점 향상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슈퍼비전 기능 수행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더니 평균이
<표 17> 슈퍼바이저 양성 심화 과정 직무 및 기능 수행능력

항목
심화
과정

슈퍼바이저
직무
슈퍼비전
기능

구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N

최소 최대
39

70

평균
(표준편차)

사전-사후
평균 자유도
(표준편차)

51.16(7.040)

-9.372
(6.130)

43
48

74

60.53(5.544)

16

29

23.49(3.520)

-3.711

27.20(2.974)

(3.571)

45
20

33

*: p<.05, **: p<.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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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5)

값

t

42

-10.026***

44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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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으로 3.711점 향상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df=44)=-6.970, p<.001(=.000)). 이는 슈퍼바이저 양성 심화과정 교육은 교육 참여자의 슈퍼비
전 기능 수행 능력을 3점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23.49(sd=3.520)

27.20(sd=2.974)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 현장 사회복지실천가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슈퍼비전의 실행을 위해, 이를 주도적으로 실천할 슈퍼바이저 양성 교
육과정을 개발하고 개발된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연구틀로 개입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과 정보수집, 설계와 시범실행, 평가와 수정단계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2012년 2월 1차 교육과정부터 2014년 6월 11차 교육과정까지에 참여한 1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를 위해 4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문헌고찰,
전문가 간담회, 평가내용분석, 설문조사였다. 먼저, 문헌고찰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1차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참여자 피드백과 평가기록 내용분석 그리고 개발자 간담회를 병행한 시범실행
(pilot testing) 과정을 통해 최종 기초 및 심화교육과정이 확정되었다. 교육과정 전반의 만족도는
만족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9.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을 통해 얻은 점을 분석
한 결과, 슈퍼비전의 중요성 인식, 슈퍼비전에 관한 지식 습득, 슈퍼바이저로서의 자기인식, 기
술 등 자질 향상, 학교 내 사회복지실천가로서의 직무수행 전문성 향상, 동료지지 체계 확보의
5가지 범주로 정리되었는데, 이는 본 교육과정의 목표였던 실천의 전문성 향상과 슈퍼비전 지식
습득 및 역량강화 등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교육과정 전체의 효과성 평가는 기초과정 2~7기, 심
화과정 1~3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개발된 기초 및 심화 교육과정 모형은 사전사
후 검증결과에서 기초교육과정 참여자의 직무와 기능 수행능력은 각 6점과 2점 상승되었고,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심화과정 교육 참여자의 직무와 기능수행능력 또한 각각 9
점과 2점이 향상되었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각 교육과정은 학교 내 사회복지실천가
들의 슈퍼비전 기능과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 및 연구 한계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수정된 교육과정 모형의 활용 및 보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육과정모형은 현
장 요구조사 및 시범시행과 2~3년간 수차례의 반복 실행 및 효과성 평가를 통해 개발된 것이
다. 현장기반의 개입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모형 개발 방법론의 전반적인 틀을 제시해 주는 측
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교육과정에 관한 논의들이 주로 욕구조사나 직무분석과 역량
모델링, 전문가간담회, 기존교재와 자료 분석 등의 방법에 의해 진행된 반면 본 연구는 다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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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및 참여자 중심의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한 점에 있어서도 의의가
있다. 추후 개발 모형의 활용 및 보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교안
및 매뉴얼 또한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교육 참여자의 역량 수준별, 학교 현장 영역별 과정개발이 필요하다. 본 슈퍼바이저 양
성과정은 3년 이상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실무자의 학력, 경력, 개인적 경험 등에 따라
슈퍼바이저로서의 역량은 차이가 있다. 실무자의 역량 진단에 대한 틀 개발은 물론, 초보수준의
슈퍼바이저 교육과 중급수준의 슈퍼바이저 교육 등 역량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
다. 또한, 현재 다양한 자원 제공처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특성화 상황에 따라 보
다 차별화된 슈퍼비전 교육과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내용 활용을 위한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평가 결과에서 교육 이후
의 건의사항으로 슈퍼비전을 진행한 것에 대한 슈퍼비전, 슈퍼바이저들을 위한 슈퍼비전, 슈퍼
바이저들 간의 교류 기회 제공 등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건의사항을 반영해
연구진들이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제공한다거나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연대해 슈퍼바
이저 자조 모임을 결정하는 등 사후관리 및 현장의 슈퍼비전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결과의 직무로의 전이를 확인함은 물론 현장에서 슈
퍼비전 체계가 확립되고 실행력을 보다 가질 수 있도록 조직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
넷째, 슈퍼바이저 양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슈퍼바이저 양성을 정책화한
다는 의미는 학교 현장 사회복지 슈퍼바이저의 자격과 역할에 관한 직무기술이 지침에 명시되
고 공식적인 슈퍼비전 체계가 마련됨을 의미한다.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업
무 규정에 슈퍼비전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는 공식화 이외에도 슈퍼비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
고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지원체계도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현장 경험이 없는 신임 교육복지사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약
2-3년 동안 선임실무자나 위촉전문가로부터 정기적 슈퍼비전을 받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겠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들의 경우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유지조건으로 슈퍼비전을 필수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체계나 수련 슈퍼바이저 교육 등
2차 세팅의 사례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아직까지 슈퍼바이저 양성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2
차 세팅들의 시도적인 경험으로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슈퍼비전의 실행을 전제로
슈퍼바이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활성화와 나아가 슈퍼바이저 인증체계로 발전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장 직무교육이라는 특성상, 효과성 설계에서 비교집단을 선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물론 반복 검증을 통해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차후에는 비교집단
을 선정한 효과성 설계를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효과성 검증에 있어서도 교육 참여 전과 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참여 이후의 소진과 이직의도의 감소, 직무수행과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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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등의 교육의 업무전이와 추후 효과에 대한 평가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조사과정 측
면에서 연구자인 교수자가 요구조사 및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한 관계로,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추후 보다 다양한 전문 직무교육과정이 개발되고 교육과정의 효과성과 현장 활용에 대한 논의
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시한 슈퍼비전 실천 모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개입
연구를 활용한 모형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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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chool Field Social Work Supervisor
Training Curriculum Development
*

Ahn, Jeongsun

**

Eum, Kyoungnam
****

Hong, Soonhye

***

Pang, Jinhee
*****

Cho, Sungs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raining curriculum for social welfare supervisors who will take the
initiative to take action for social work supervision so that school social work practitioners can provide the best
service to clients to support social welfare for the execution of the supervision an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iculum developed. For this purpose, we carried out the study by the intervention research method from
analysis and information gathering, design and pilot testing, to evaluating and modifying from January 2012 to
September 2014. We targeted at 175 people took part in the curriculum from the first curriculum conducted in
July 2012 to the eleventh curriculum conducted in june 2014. We utilized four research methods for the
curriculum development and assessment such as literature review, expert meeting, assessment and analysis, survey.
First, we designed the first curriculum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expert meeting and finalized the final
base and deepening curriculum through participants' feedback and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n the evaluation
record and the developer conference running a parallel pilot testing.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iculum were conducted aimed at the seventh base curriculum and the third deepening curriculum participants.
And the base and deepening curriculum model developed were effective to improve the supervision functions and
duty skills of school social work practitioners. Based on the results of a multifaceted assessment we suggest the
development policy such as the task of practical use and dissemination of the curriculum model developed,
curriculum developments based on participant's competence level, the post management system to take advantage of
education contents and the policy options for supervisor training.
Key words : social work practitioner in school, supervisor, training curriculum, supervision, interven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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