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1. 연구의 필요성

전문대학에 개설된 피부미용 관련학과에서는 2학년 여름방학

을 활용하여 지난 3학기 동안 학생들이 학습한 피부미용 교과목

의 이론과 실기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육성

을 목표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Choi, 2017). 

현장실습 교과목은 1997년 법률 제5316호의 제정 및 공포를 통

해 정식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관련 법령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서 산학협동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2010년 개정된 동 시행령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실습의 총 

기간을 고등교육법 제20조, 21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과정상의 

교과과정 또는 수업 연한 학기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

관이 정하는 특정 실습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관련 

법규에 따라 대학에서는 현장실습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

생들은 학점이수, 취업 연계 및 현장경험 등의 이유로 현장실습 

에 참여하고 있다(You & Song, 2017). 피부미용 전공에서도 학

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과 실

제로 산업체에서 진행되는 고객 서비스간의 직무의 차이를 줄이

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행되고 있는 현장실습 교과목은 중요한 교

육적 대안이 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대학 재학기간 중에 실시되고 있는 실습의 교육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

고 있고, 산업체와 대학에서도 현장실습 교과목의 활성화에 소극

적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졸업 후의 진

로 선택에 대한 불확실성, 취업 분야가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이 현

장실습 교과목 참여를 꺼리게 만들며 산업체 입장에서는 아직 피

부미용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장소를 제공함에 대

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현장실습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

우가 많아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등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실제로 실습생을 수용하는 대다수의 

산업체에서 학생들을 위한 준비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매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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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현실이고, 경우에 따라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사전교육 없

이 곧바로 학생들을 실무에 투입하는 사례도 있어, 현장실습을 

통한 산업체 실무 교육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산업체의 편의

에 따라 학생들을 임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

근 일과 학습 병행제,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 됨에 

따라 국가, 사회, 대학, 산업체, 학생 모두 현장실습제도에 대하

여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Jung & Park, 2017) 실제적인 

현장실습 운영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평가되어 왔던 

피부미용 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해서 수혜자인 학생들의 측면에

서 살펴볼 때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실습 만족도 요인을 점검해보고, 이를 통해 현장실습의 개선방안

을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산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

장실습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

Methods

1.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기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대상자는 지역별로 선정한 총 

32개 전문대학 피부미용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들로, 

여름방학 기간 중 피부미용실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한 자로 선정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한 후 수거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기

간은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총 600부의 설문

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49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실습관련 요인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거주 지역, 거주지 

단위, 주관적 경제상태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실습관련 요인

으로 Kim (2016), Kim & Kim (2017), Park (2016)의 연구를 

참조하여 실습의 타당성, 실습의 목적(복수 응답), 실습지 선택, 

추후 실습참가 희망유무, 실습비 유무, 실습비 수준, 실습비의 

적정성, 실습 기간, 실습 후 전공에 대한 느낌, 실습 후 산업체에 

대한 느낌, 실습 후 진로 선택 등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측정방법은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2)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만족도 요인

본 연구에서는 피부미용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전공 관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만족도 요인을 측정

하기 위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

우, Enomoto (2017), Kamiya et al. (2016), Kim & Chun 

(2016) 및 Song et al. (2016)의 연구를 참조하여 총 4개의 요

인으로 분류하였다. 4개의 요인은 현장실습의 유용성, 산업체의 

사전 준비, 대학의 사전 준비, 실습생 측면 등 요인으로 분류하

고, 각 요인별 세부 문항은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

정하여 총 11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실습의 유용

성(취업결정, 진로 결정, 실습능력 향상, 인맥형성), 산업체의 사

전 준비(실습 전 실습생을 위한 산업체 주관 사전교육, 실습생 교

육을 위한 산업체 준비, 산업체에서 실시한 사전교육에 대한 학

생들의 만족여부), 대학의 사전준비(실습에 참여한 산업체에 대

한 사전조사 및 학생들에게 내용 전달, 실습 교과목의 학점부여 

관련 사항 전달, 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지식 전달), 실

습생 측면(성실성)이다. 만족도 요인으로는 Lee (2016a)의 연구

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산업체 

프로그램 만족도, 직원의 실습 업무 지도, 적절한 지도 감독, 객

관적인 평가의 총 4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 19.0 프로그램(IBM, USA)

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실습관련 문항은 명목 척도를 사용하였고, 실습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실습의 만족도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

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유효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빈도분

석, 각 설문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은 Cronbach's α와 요

인분석, 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서는 

요인 값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Results

1. 일반적 특성 및 실습관련 요인

1)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거주지역으로는 경

기 지역(37.3%)이 가장 많았으며, 거주지 단위로는 중소도시

(47.6%)가 가장 많았다. 주관적 경제상태로는 '하'의 비중이 

5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2) 실습관련 요인

실습관련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실습의 타

당성 측면에서는 '보통이다' 이상의 응답자 비율이 93.3%로 나

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습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

다. 실습의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들로 하여금 2개의 복

수응답을 하게 하였는데, 각 문항에 대해서 가중치는 두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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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습의 목적은 '적성에 맞는 전공 선

택'(40.2%), '취업 연계'(39.2%)로 나타나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 후 실습을 통한 

취업연계까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실습지는 '교수 소

개'(92.9%)로 조사되어 실습과 관련해서 전공교수의 역량 및 노력

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후 '실습 참가 희망' 유무에서 

'예'라고 대답한 비율이 61.9%로 실습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선

호도는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습비를 지급 받는 경

우'가 47.4%를 나타났는데, '4주 기준 70만원 이상' 실습비를 지

급받은 경우가 4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산업

체에서의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산업체에서는 현장실습과 연계하

여 우수한 학생들을 추후 직원으로 채용하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단지 방학 중 실시되는 교과목으로서의 현장실습

의 차원을 넘어 인턴 직원으로서 학생들을 대우하는 산업체가 늘

어남에 따라 산업체에서 실습비를 최저시급 기준에 준해서 학생

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산업체에 따라 실습

비가 없거나 30만원 미만으로 지원하는 업체도 있어 학생들이 실

습비의 적정성의 경우 '부족', '매우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26.8%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습비 지급은 산업체의 규모, 

직원 수에 비례하여 산업체에서 지급하는 실습비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습비 지원과 같은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전적

으로 대학에서 실습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산업체와 대학 간

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현

장실습에 관심을 갖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실습비 

지급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습 기간의 경우 '4주 이상'인 경

우가 98.4%이었으며, '8주 이상'인 경우도 25.2%를 나타난 것으

로 미루어 현장실습이 산업체의 인턴십 개념으로 상당부분이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장실습 후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느

낌으로는 '보통' 이상이 96.5%로 나타나 실습 후 전공에 대해 긍

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습 후 산업체에 대한 느

낌으로 '보통' 이상이 96.8%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실습 전공 및 

현장실습 처를 선정할 때 학생들은 전공 교수와 심층 면담을 하였

고, 경우에 따라 산업체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어서 산업체에 대

한 대략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입학 후 현

장실습에 참여하기 전까지의 3학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분야가 확정된 상태로 현장실습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선택한 전공 및 산업체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습 후 진로 선택에서

도 91.3%의 학생들이 피부미용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Variables Measurement                                   Frequenc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ame measure                                   3

Practical training related questionnaire Name measure                                 11

Affecting factors and satisfaction factors 5-Likert measure                                 15

Total                                 29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Provision Variables Frequency (%)

Residence area

Seoul 86 (17.3)

Gyeonggi-do 185  (37.3)

Daejeon and Chungchung-do 53 (10.7)

Taegu and Gyeongsangbuk-do 96 (19.4)

Busan and Gyeongsangnam-do 76 (15.3)

Residence unit

Big city 158 (31.9)

Small and medium cities 236 (47.6)

Country 102 (20.6)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23 (4.6)

Middle 182 (36.7)

Low 291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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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actical training factors

Factor Variables Frequency (%)

Need for practical training

Highly needed 86 (17.3)

Slightly needed 192 (38.7)

Not sure 185 (37.3)

Rarely needed 25 (5.0)

Not at all needed 8 (1.6)

Purpose of practical training (two answers)

Connections to obtain job 389 (39.2)

Choice of major 399 (40.2)

Work techniques/Job acquisition 105 (10.6)

Obtaining credit 99 (10.0)

Choice of practical training place
Introduction from professor 461 (92.9)

Found by student 35 (7.1)

Hope to undertake practical training (Yes/No)
Yes 307 (61.9)

No 189 (38.1)

Practical training expenses (Yes/No)
Yes 235 (47.4)

No 261 (52.6)

Level of practical training expenses (4 weeks unit)

Under 300 thousand 17 (7.2)

300 thousand–under 500 thousand 39 (16.6)

500 thousand–under 700 thousand 71 (30.2)

700 thousand–under 900 thousand 105 (44.7)

Over 900 thousand 3 (1.3)

Appropriateness of practical training expense (4 week unit)

Very appropriate 34 (14.5)

Appropriate 89 (37.9)

Neutral 49 (20.9)

Insufficient 42 (17.9)

Very insufficient 21 (8.9)

Period of practical training

Under 2 weeks 0 (0.0)

2–4 weeks 8 (1.6)

4–8 weeks 363 (73.2)

Over 8 weeks 125 (25.2)

Feeling about major after practical training

Improved significantly 84 (16.9)

Improved 243 (49.0)

Neutral 152 (30.6)

Worsened 10 (2.0)

Worsened significantly 7 (1.4)

Feeling about work after practical training

Improved significantly 87 (17.5)

Improved 238 (48.0)

Neutral 155 (31.3)

Worsened 9 (1.8)

Worsened significantly 7 (1.4)

Choice of career after practical training

Skin care major 453 (91.3)

Beauty major (except skin care major) 15 (3.0)

Others (except beauty major) 2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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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만족도 요인

1)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1)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실습생의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Varimax 회전법을 통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성 분

석을 위해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계산하였

다(Table 4).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실습의 유용성(Cronbach's α=0.796), 산업체의 사

전 준비(Cronbach's α=0.817), 대학의 사전 준비(Cronbach's 

α=0.772), 실습생 측면(Cronbach's α=0.782)로 신뢰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and validity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practical training

Variables       Eigen value             Degree of dispersion     Cronbach’s α

Usefulness of practical training 5.071 34.628 0.796

Prior preparation for work 3.086 24.036 0.817

Prior preparation for university 1.094 15.226 0.772

Trainee aspect 2.037 21.337 0.782

KMO=0.776; Bartlett gutter certification value χ2=1596.248; Total cumulative=71.064%; KMO, Keiser–Meyer–Olkin.

Table 5. Reliability analysis and validity analysis on factors regarding satisfaction about practical training

Variables       Eigen value     Degree of dispersion        Cronbach’s α

Satisfaction factors about practical 
training 2.904 15.223 0.884

KMO=0.790; Bartlett gutter certification value χ2=1490.936; Total cumulative=69.049%; KMO, Keiser–Meyer–Olkin.

Table 6. Factor analysis on practical training

Factor Variables      Mean Standard 
deviation

Ranking 
in factor

Ranking 
in total

Usefulness of practical 
training 

Decision regarding finding a job 3.998 0.997 1 2

Decision regarding career 3.986 0.854 2 3

Improvement in ability for practical training 3.895 1.091 3 4

Development of personal connections 3.698 0.654 4 6

Prior preparation for 
work

Prior education before practical training 3.407 1.094 2 7

Preparation for work and trainee education 3.708 1.005 1 5

Satisfaction about prior education regarding work 3.215 1.069 3 8

Prior preparation for 
university

Messages regarding prior research about industry 3.094 1.089 1 9

Messages regarding credits for practical training 2.862 1.117 2 10
Messages regarding expert knowledge about how to get into the 
workplace 2.847 1.098 3 11

Trainee aspect Diligence 4.357 0.895 1 1

(2) 실습 만족도 요인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실습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Varimax 회

전법을 통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성 분석을 위해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계산하였다(Table 5). 실

습 만족도 요인의 변수로는 산업체 프로그램 만족도, 직원의 실

습 업무지도, 적절한 지도 감독, 객관적인 평가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0.884로 신뢰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실습 영향요인 분석 

실습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응답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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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regarding satisfaction factors about practical training

Variables Factors affecting practical training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t  value p value

Satisfaction factors 
regarding practical 
training

Constant 3.394 69.416*** 0.000

Usefulness of practical training 0.894 0.849 23.336*** 0.000

Prior preparation for work 0.257 0.364 7.601*** 0.000

Prior preparation for university 0.199 0.337 4.069*** 0.000

Trainee aspect 0.108 0.092 3.194** 0.004

R2***=23.048; Modified R2=28.994; F=134.002; p=0.001.
**p<0.01; ***p<0.001;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실습생 측면의 '성

실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 스스로 실습이 취

업 및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산업

체 및 대학에서 실제로 실습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할

지라도 실습생의 성실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실습이 성공적으

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대학

에서는 학생들의 실습에 참여함에 있어 학생 스스로 성실성을 높

일 수 있는 인성교육, 직업의식, 미래교육 등의 기초학습 교육과 

기존의 pass/fail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습 교과목을 학점제

로 평가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성실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실습의 유용성 측면에서는 '취업결정', '진

로결정', '실습능력 향상'을 중요한 실습영향 요인으로 보았다. 산

업체의 사전 준비로는 '실습생 교육을 위한 산업체 준비', 대학의 

사전 준비로는 '실습 산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 전달'이 각각 높게 

평가되었는데, 실습을 보다 효용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산업체

와 대학 간의 유기적인 관계망 구축을 통해 실습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실습생들을 

위해 대학 및 산업체의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효율적인 현장실습을 이룰 수 있을 것이

다.

3. 실습 만족도에 대한 실습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실습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실습에서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실습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실습의 유용성(t=23.336, p<0.001), 산업체의 사전 준비

(t=7.601, p<0.001), 대학의 사전 준비(t=4.069, p<0.001), 실

습생 측면(t=3.194, p<0.01)의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습이 학생들의 취

업 결정, 진로 결정, 실습 능력 향상, 인맥 형성 등 다양한 요인

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대학 및 산업체 간의 긴

밀한 협조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체 및 대학에서 

실습생들이 실습의 목적, 학점 부여 관련, 전문지식 전달, 실습

을 위한 사전 준비 등과 같은 내용을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학생

들이 실습의 목적 및 과정 등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목적을 성취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Discussion

피부미용 관련학과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름방학 현장실습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에 실습에 참여하였던 전

국 32개 전문대학 피부미용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

여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피부미용 현장실습 관련 요인 분석,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통해 피부미용 실습 교과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습관련 요인 분석 결과, 실

습의 타당성 측면에서 93.3%에서 실습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

고 있어 대다수의 학생들은 실습에 대해 긍정적인 교육과정으

로 생각하고 있었다. 실습의 목적으로는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

(40.2%), 취업 연계(39.2%)순으로 높게 나타나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도움을 받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실

습비의 경우 최근에 문제 되었던 무임금 도제교육이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 하에 산업체에서 실습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

아졌다. 70만원 이상 실습비를 지급하는 산업체가 46.0%에 이

르고 있어, 과거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위해 현장실

습을 포기하였던 학생들도 적정한 실습비를 지원받고 실습을 할 

수 있게 된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실습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4가지를 선정하여 살펴본 결과 가장 크게 실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실습생 측면으로 '성실성'으로 나타났다. 

실습의 유용성 측면에서 '취업 결정'과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산업체의 사전 준비 요인의 경우 '실습생 교육을 위한 

산업체 준비', '실습 전 산업체 사전 교육'이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의 사전 준비 요인에서는 '실습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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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 전달', '학점 부여 관련 사항 전달' 변수가 

주요하게 나타났다. 셋째, 실습 만족도에 대한 실습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실습의 유용성, 산업체의 사전 준비, 대학의 사전 준

비, 실습생 측면의 모든 영향 요인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은 실습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

고, 실습의 목적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실습 후 전공

에 대한 느낌이나 실습 후 진로 선택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

다. 이와 같이 실습을 통한 교육적 효과가 높고, 학생들의 실습

을 통한 취업, 진로에 대한 의지가 높아짐을 감안할 때 현재 대부

분의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4주의 실습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Bae & Ahn (2016)는 2개월이나 그 이상의 실습기간을 경

험한 학생들이 그보다 짧은 기간 중에 실습을 마친 학생들의 경

우보다 대체로 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였는데 실

습 기간이 2개월 미만의 현재보다 장기간으로 될 경우 실습내용

의 전달 및 취업 관련 강한 모티브를 형성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You & Song (2017)도 실습을 8주 이상 실시한 학생들이 

4주 이하의 실습을 한 학생들보다 실습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ee 

(2016b), Park (2016), Kim & Kim (2017)도 동일한 연구결

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사회맞춤형, NCS 교과목 운영과 관련하

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능력 단위 요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실

습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 상에서 현장실습 교과목을 늘리기

에는 다양한 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지

침에 의거하여 학점 및 시수를 1:1로 조정하고,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 이수 학점을 80학점 미만으로 조정하는 추세에 의거해 볼 

때 신규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중간고사 이전에 정규 교과목을 운영하고, 

중간고사 이후에 현장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새로운 교

육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실습시기와 관련하여 기존에 진행되던 2학년 1학기를 

마친 후에 진행되는 하계 현장실습의 고정된 개념에서 탈피하여 

1학년 2학기 이후 동계 방학기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Kim (2016)

은 전문대학의 경우에 1학년 2학기 종료 후 동계 방학기간과 2

학년 1학기 종료 후 하계 방학, 그리고 2학년 2학기 중에 실시하

는 것이 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즉, 1회성에 해당되는 2학년 1

학기 종료 후 하계 현장실습은 제한적이고, 전공관련 실습을 단 

1회 진행함에 따라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선택

의 기회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1학년 2학기를 마친 후 동계 현

장실습을 진행함으로써 전공 선택을 힘들어 하는 학생들에게 새

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학년 1학기 종료 후 

하계 방학기간 중에 시행하는 실습은 전공 심화과정에서 쌓은 현

장 관련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실습생의 경우 2학년 2학기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Kim & Lee (2016), Kim (2016), Seong et al. 

(2016)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실습비의 현실화이다. 현실성 있는 실습비 지급과 관련

하여 Zhang et al. (2014), Lee (2016a), Hwang et al. (2016)

은 실습의 중요성과 학생들의 실습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

로 실습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산업체의 규모에 비

례해서 실습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교적 규모

가 작지만 알차게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에서는 학생

들의 실습비 이유로 실습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학교 차원

에서의 실습비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Han (2016)도 높

은 실습비와 만족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실습

비의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Seong (2016)와 Kim 

& Kim (2017)도 산학실습의 불만족 이유로 실습비를 들고 있

다.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등록금을 마

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필수로 하여야 하는 학생의 경우 실습과 

함께 실습비를 지원 받는다면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최근 등록금 동결 등

으로 재정이 취약해져 가고 있음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의 실습비

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학과 

산업체 간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

는 실습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실습생 차원의 성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

련이다. Kim & Chun (2016), Kikuchi et al. (2015), Na & 

Jang (2016) 및 Ma & Cui (2015)는 실습생의 커리어 구축 요

인과 관련된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실습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실습생의 성실성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학생

들의 실습에 대한 의지, 성실성, 목표의식을 끌어 낼 수 있는 사

전 실습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onclusion

현재 대학의 피부미용 관련학과에서 2학년 1학기를 마친 후 

여름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현장실습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

부분이나, 대학 및 산업체에서 실습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

지 못하거나 만족도가 낮고, 평가방식에서도 pass/fail 방식으

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진행됨에 따라 산업체, 대학 및 학생 모두

에게서 형식적인 학점 운영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어, 그 실효성

이 낮다. 그러나 최근 교육개념이 일-학습 병행제, NCS 교육운

영체제의 확산으로 인해 주문식 교육에 의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

나고 있고, 실제로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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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수혜자인 학생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실습 교과목운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학

생들의 경우 실습을 긍정적인 교육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를 위해 현장실습을 준비하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개인별 특성

을 파악하여 적성에 맞는 전공선택, 여름방학 현장실습 후 조기

취업 또는 학기제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취업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사전면담 및 준비가 요구되어진다.

실습비 지급과 관련하여 최근 대학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이 

점차 열악해지는 대학의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 실습비를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산업체에

서도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 개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정 

수준의 실습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공적인 현장실습

을 위해서 가장 담보되어야 할 요인은 실습생의 성실성이므로 성

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실습을 통한 

전공 이해 및 취업 연계와 같은 정보 제공을 위한 사전 교육 프로

그램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표본의 대표

성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실습에 대

한 강한 의지가 있어 현장실습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한 경우 임

을 감안할 때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실습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

고 있는 대학들이 많고, 전국 100여개의 피부미용 관련학과 재

학생 수를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실습관련 만

족도 요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15개로 한정하

였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가 기존 선행 연

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면서도 실습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습의 유용성 측면, 산업체의 사전 준비, 대학의 사전 준비, 실

습생 측면에서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실습생들

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추후 실습 교

과목 운영 및 신규 실습관련 프로그램 개설 면에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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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피부미용 관련학과 재학생의 산업체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만족도

김문주 

안산대학교 뷰티아트과, 경기도 안산시, 한국

목적: 본 연구는 피부미용 관련학과 재학생의 산업체 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만족도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방

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6년 9월, 32개 전문대학 피부미용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여름방학 기간 중 피부미용실에

서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총 49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과: 첫째, 93.3%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은 현장경험에 도움이 되고, 진로 및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다. 

두 번째, 가장 크게 실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실습생 측면으로 '성실성'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습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

석결과, 실습의 유용성, 산업체의 사전 준비, 대학의 사전 준비, 실습생 측면이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현장실습의 기간 

및 시기의 조정, 실습생의 성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현장실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핵심어: 영향요인, 만족도, 피부미용, 학생,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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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皮肤美容相关学科在校学生的产业实习的影响因素和满意度 
 
金汶珠 
安山大学美容艺术学科，京畿道安山市，韩国

目的: 本研究的目的是调查皮肤护理相关大学生实习的影响因素和满意度。方法: 为了进行本研究，2016年9
月在32所专门大学皮肤美容相关学科在校学生进行问卷调查。共496份用于分析。结果: 首先，93.3％的学生
回答说，实习对他们的专业有帮助。对于他们中的大多数人来说，实践培训有助于他们的现场经验，职业和求
职。其次，在实践培训方面影响最大的因素是实习生方面的‘诚实’。第三，关于实践培训的满意度结果显示，
实用培训，产业的事先准备工作，大学的事先准备和培训生方面为影响因素。结论: 有必要通过调整实践培训
时间和周期以及提高实习生诚实的方案来找到一种提高现场实习效率的方法。

关键词: 影响因素，满意度，皮肤美容，学生，现场实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