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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 가치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적 사회복지 실천 상황을 고려한 사

회복지 가치 척도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외 관련 문헌 및 기존 척도를 검토하여 핵심가치를 도

출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62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비문항은 다양한 사회복

지기관에 근무하는 521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을 통해 최종적으로 33개 문항으로 구성한 사회복지 가치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들 문항은 ‘자율성’, 
‘평등’, ‘온정적 개입’ 등 세 가지 사회복지 핵심가치를 측정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양호하였고, 한국어

판 Professional Opinion Scale(POS)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수렴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주제어 : 사회복지 가치, 사회복지 가치 척도, 신뢰도, 타당도, 척도 개발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복지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보다 클라이언트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 사회복

지 연구는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민, 아동,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의 탐색 및 분석에 초점을 두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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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들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 제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목적을 두기도 

한다. 사회복지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일차적 목적을 두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연구의 중심이 되

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 제도, 프로그램, 서비스의 개발과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하는 사회복지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사회복지실천에 반영하는 것도 클라이언트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가

치 지향에 초점을 둔다.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복지 사명의 토대이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관계

를 형성하는 방법,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사용하는 개입방법,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Reamer, 2013). 즉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복지의 근간이자 사회복지사의 실천을 인도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핵심가치를 충분히 숙지하고 핵심가치를 의미 

있는 실천행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Reamer(2013)는 이를 사회복지사의 핵심 과업으로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가치의 중요성은 당위적으로 받아들였을 뿐 사회복지사의 가치 지향은 경험적 

연구의 주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 가치가 실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 가치를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사회복지사의 사회

복지 가치 지향은 중요하고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가치는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국외에

서는 이미 50여 년 전부터 측정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사회복지 가치 척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

는 Varley(1963)의 척도에서부터 가장 최근에 개발된 Social Work Values Inventory(Pike, 1994)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사회복지 가치 척도가 개발되어 왔으며 후속연구는 이들 척도를 사용하여 사회복

지 가치를 실증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다.

반면에, 국내 사회복지연구에서 사회복지 가치의 측정은 최근에서야 시도되었다. 첫 번째 시도는 

전선영(2005)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 가치를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이 

제시하는 6가지 핵심가치로 정의하였고 이들 가치를 반영하여 Crabtree(2000)가 개발한 사회복지 가

치 척도의 일부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을 측정하였다. 두 번째 시도는 김용석 

외(2011)의 연구로 사회복지 가치 척도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Professional Opinion 

Scale(POS)(Abbott, 1988)의 한국어판을 평가하였다. 두 연구는 사회복지 가치의 측정과 실증적 연

구의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사회복지 가치 척도가 없

고 사회복지의 주요 가치(예; 자기결정 존중, 사회정의 등)가 여러 문화권에서 공유되는 점을 고려하

면(Abbott, 1999) 다른 문화권에서 개발된 척도의 사용도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앞의 두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첫째, 가장 뚜렷한 이유

는 이들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POS가 측정하는 사회복지 가치(예; 기본권, 

자기결정, 사회적 책임감, 사회정의)는 POS가 개발된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주요 가치로 고려되지만, 이들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POS가 개발된 미국 고유의 사회상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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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반영하고 있어(예; 가족계획 서비스는 모든 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국내 사회복지사에게 

적용하는데 문제가 된다. 둘째, 두 연구는 이미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 가치에 대

한 정리와 분석 없이 국외 척도에 담겨 있는 가치만을 수동적으로 고려하는 한계를 갖는다. Crabtree

의 척도는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이 제안한 6가지 핵심가치(서비스, 사회정의, 인간의 존엄

과 가치, 인관관계의 중요성, 성실, 역량)에 기초하고 있고 POS도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공공정책 진

술문을 토대로 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두 척도는 특정 국가(미국)의 사회복지분야에서 특히 강조되

는 사회복지 가치를 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용되어 온 사회복지 가치 척도는 

특정 국가의 복지환경과 사회복지 가치를 반영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들 척도를 사용하여 국내 사

회복지사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을 제대로 측정하기엔 다소 부족해 보인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사회복지 가치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첫 단계로 사회복지사의 사회복

지 가치 지향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복지 가치 척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다. 국내 사회복지사의 사

회복지 가치 지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주요 가치에 관한 충분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하면서 국내 사회복지 환경을 최대한 반영하는 척도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는 국외에서 개

발된 사회복지 가치 척도의 사용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 가치의 역할

인간의 삶의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Rokeach(1973)는 가치를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더 

좋은 행동의 구체적인 방식 또는 더 좋은 존재의 최종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모든 행동의 결정 요인이라고 보았다. 사회복지 실천 문헌에서도 가치는 적합한 행동 선택에 

대한 지침(Lowenberg, 1988: 12: 양옥경 외, 2008: 55에서 재인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전문가는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클라이언트의 가치, 조직의 가치, 전문

직의 가치 등 다양한 체계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최경원 외 역, 2002: 40-43; 강선경․김욱 역, 

2005; 김기덕, 2005). 이중 전문직 가치는 사회복지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

하다. 첫째, 전문직 가치는 그 사회에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임무와 역할을 제시한다(Levy, 1973; 

Reamer, 1999: 김기덕, 2005: 167에서 재인용).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복지사가 실천

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는 곧 가치의 문제이며(김인숙, 2004), 그 사회에서 사회복지사가 담당

하는 역할을 통해서 그들이 전문직으로서 공유하는 가치가 드러난다(Reamer, 1999: 김기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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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에서 재인용). 이는 윤리강령으로 성문화되어 전문가의 행동을 통제하며,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권

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BASW, 1996). 둘째, 전문직 가치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정체성을 가지

고 일하는 근간이 된다(노혜련 외, 2011).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은 가치기반을 명료화 하는 것(김인

숙, 2004)에서 비롯되며,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는 다른 전문직과 구별 짓게 해주는 기준(Bisman, 

2001: 김인숙, 2004: 35에서 재인용)이자, 그 사회에서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기본 조건(권육상, 1999; 

김기덕 외 2012)이 된다. 셋째,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대립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윤리적 딜레마 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된다(최경원 외 역, 2002). 사회복지사는 실천 현장

에서 적절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는 이

러한 결정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오혜경, 2004; Abbott, 1988; 2003). 실천에서 윤리적 의사결

정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인 것이다(강선경․

김욱 역, 2005). 즉, 사회복지실천에서 전문직 가치는 사회복지실천의 역할과 사회복지사가 직면하는 

다양한 실천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을 조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핵심가치에 관한 문헌고찰

척도 개발을 위해서는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DeVillis, 2003). 그렇

다면 사회복지 가치 척도가 측정하려고 하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윤리강령, 기존 척도를 검토하였다. 

첫째, 사회복지 교육과정에서 핵심가치가 주로 다루어지는 사회복지 실천(예: 사회복지 실천론, 사

회복지 실천기술론)과 사회복지윤리(예: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등)와 관련된 교재를 통해 핵심가치를 

살펴보았다. 국내외에서 출판된 주요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 핵심가치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그동안 연구된 사회복지 핵심가치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

법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기 결정권,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

임, 기회의 균등성, 다양성 존중 등이다(김융일 외, 2000; 전재일 외, 2002; 최경원 외 역, 2002; 이효

선, 2003; 엄명용 외, 2005; Levy, 1973; Friedlander, 1976: 양옥경 외, 2008: 44에서 재인용; 

Zastrow, 1991, Hepworth et al., 1997). 그러나 첫째, 각각의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가치의 내용

이 상이하며, 둘째, 대부분이 기존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재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어 그것을 도출한 

근거가 부족하고, 셋째, 제시된 가치 간의 위계적 관계를 고려할 때 서로 다른 가치의 수준이 혼재되

어 있으며, 넷째, 한국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경험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핵심가치에 대한 논의는 거

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교재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핵심가치 도출에 한계가 있다.

둘째, 국가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통하여 핵심가치를 도출해볼 수 있다.1) 사회복지의 가치는 전

1) 국가의 특성을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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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직의 궁극적 가치로서, 윤리강령과 실천 원리에 공식적으로 반영되어 왔기 때문이다(서미경 외 역, 

2000; 남기철 외 역, 2010). 국제사회복지사협회(IFSW)에서는 모든 국가의 사회복지사들이 공통적으

로 지향해야 하는 핵심가치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사회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사회복지 

실천 관련 교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의 경우 서비스, 사회정의, 인

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관계의 중요성, 성실, 역량을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스웨덴사회복지사협회

(SSR), 호주사회복지사협회(AASW), 캐나다사회복지사협회(CASW)에서는 인도주의가 강조되기도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2011)의 경우 핵심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전문에서 

미국사회복지협회(NASW)와 유사한 가치들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 

클라이언트의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 등 다소 구체적이고 상이한 수준의 가치가 언급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국가별 윤리강령은 그 사회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문화의 차이 등으로 강

조하는 핵심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윤리강령만으로는 공통의 핵심가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셋째, 기존의 사회복지 가치 척도를 통하여 핵심가치 파악을 시도해볼 수 있다. 국외의 경우 사회복

지 가치 지향을 연구하기 위해 가치 측정도구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는데, 개발된 대부

분의 척도에서 핵심가치의 도출은 객관적이고 엄격한 수단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추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Varley(1963: Abbott, 2003: 643에서 재인용)의 척도는 경험적 

근거 없이 연구자의 관념적 인지에 의해 4가지 차원(동등한 권리, 서비스, 정신역학적 관심, 보편주

의)이 정의된 것이다. Crabtree(2000)의 경우 NASW윤리강령에 제시된 6가지 핵심가치를 개인적, 대

인관계, 사회적 차원의 3가지로 재분류 하였으며, Pike(1994)는 주요 문헌상에서 강조되고 있는 4가지 

가치(비 보장, 자기결정, 클라이언트의 존엄과 가치, 사회정의)를 정리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국내

에서 연구된 척도(전선영, 2005; 김용석 외, 2011) 또한 특정 국가(미국)에서 개발된 기존 척도를 사

용함으로써 기존 척도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가치 도출 방법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

다. 따라서 기존 척도에서 제시하는 핵심가치 검토만으로는 무엇이 사회복지의 핵심가치인지를 정리

하기는 어렵다.

3) 사회복지윤리에 기반을 둔 핵심가치 도출

앞서 사회복지 핵심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교재, 사회복지 전문직의 역할과 위상을 제시하는 

각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 가치 척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구자나 국가에 따라서 제시

하고 있는 핵심가치가 상이하며, 도출한 근거가 명확하기 않아 공통의 사회복지 핵심가치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 가치가 사회복지 교육과정 및 실천현장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

(IFSW)의 윤리강령을 포함하였다. 또한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에 따라(박시
종 역, 2007), 이에 해당하는 국가 1-2개국(자유주의적 복지국가-미국, 캐나다/보수주의적 복지국가-

호주, 일본, 싱가폴/사회민주적 복지국가-스웨덴)을 포함함으로써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핵심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각국의 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은 국제사회복
지사협회(IFSW) 홈페이지(http://ifsw.org/)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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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적인 사회복지 실천 가치 정립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김인숙, 2004; 엄명용 외, 

2005). 

이에 먼저 핵심가치 도출을 위한 틀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윤리의 핵심 요소를 틀로 

삼았다. 핵심가치는 사회복지윤리에 내재되어 있으며(김기덕, 2005), 사회복지윤리는 곧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한 것(강선경․김욱 역, 2005)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윤리는 사회복지의 본질이 무엇인

지를 알려주고, 사회복지의 본질을 구성하는 가치들 중 핵심적인 가치들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상

관없이 안정적(김기덕 외, 2012)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 핵심가치는 사회복지윤리를 구성하

는 기본 요소의 검토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다.

사회복지 발전의 역사와 도덕적 기반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윤리의 3가지 핵심요소는 개인 존중과 

개별적 서비스의 제공, 전문가의 온정적 개입주의, 공적 책임성이다(김기덕 외, 2012).2) 각각의 의미

와 그것이 토대로 하는 핵심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소인 개인 존중과 개별적 서비스 제공은 

개개인 혹은 개별 집단이 가진 특성과 소질을 존중하고, 행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김기덕 외, 2012). 이러한 윤리의 근거가 되는 핵심가치는 자유(freedom)와 

자율(autonomy)이며,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개별 인간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

어야 하고(이효선, 2003; 김기덕 외, 2012) 이러한 결정이 존중되어야 함(김기덕 외, 2012)을 의미한

다. 이는 국제 사회복지사협회, 한국,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도 주

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핵심가치이다.

두 번째 요소인 전문가의 온정적 개입주의는 19세기 종교적 자선․구호와 같은 초기 사회복지 실

천부터 강조되어 온 내용(최경원 외 역, 2002)이다. 이는 개인의 삶에 대해 외부에서 간섭하는 것과 

이타주의적 온정 표현의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김기덕 외, 2012). 이에 해당하는 핵심가치는 서비

스(service), 역량(competence)이다. 서비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고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NASW, 1996)로 삼으며, 역량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클라이언트에 

비하여 상대적 우위에 있음을 의미하고 전문가 개입의 윤리적 근거를 제공한다(김기덕 외, 2012).

세 번째 요소인 공적 책임성의 원칙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개인을 비롯하여 제3자, 지역사회, 

가족 등에 대한 복합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김기덕 외, 2012). 이는 평등(equality), 사

회정의(social justice) 등의 핵심적 가치와 연결된다. 이때 평등은 모든 클라이언트는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Varley, 196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개인, 그룹 등의 다양성

을 인식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자원과 기회가 동등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정

의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빈곤, 박탈, 차별, 학대, 착취 등과 같은 사회적 부정의를 용인하지 않

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향함을 의미한다.

2)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핵심가치는 사회복지 역사적으로 전문직 내에서 공유되어 
온 가치로서, 특정한 가치의 바람직성을 의미하거나 이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다. 따라서 기존 문
헌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한 가치들은 실천 상황에서 가치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특히 전
문가의 온정주의와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이 대표적이다(김융일 외, 2000; 김기덕, 2005). 가치 
충돌의 문제는 윤리적 실천과 관련하여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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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사회복지윤리의 기본 요소에 기초하여 전문직의 핵심가치를 도출하는 방식은 기존 연구

에 비하여 그 근거가 명확하고 보다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도구적 가치의 도출

핵심가치는 사회복지 전문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궁극적 가치(ultimate values)에 해당하

며 다소 추상적인 가치로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척도의 개발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핵심가치

를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도구적 가치는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수단(한인영 외 역, 2006)이자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과정상의 가치(전재

일 외, 2002)로 보다 구체적이며 실천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자유나 인간의 존

엄성 같은 추상적인 가치는 자기결정과 같은 도구적 가치를 통하여 달성된다(한인영 외 역, 2006). 이

와 같이 가치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한 위계적 유형화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추상적 가치를 구체화

함으로써 측정도구 개발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Rokeach, 1973). 따라서 앞서 사회복지윤리의 

구성요소 검토를 통해 도출한 핵심가치의 하위 요소로 도구적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가치를 측정 가능

한 수준으로 구체화하였다. 도구적 가치 개념의 활용은 동일한 핵심가치일지라도 각 사회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실천 맥락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한국적 사회복지 실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여러 나라의 사회복지 윤리강령에 제시된 윤리기준과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도구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직의 행동지침이나 윤리를 통해서 드러나기(서미경 외 역, 2000) 때

문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서 궁극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분류한 기존 학자들의 연

구(김기덕 외, 2012; 한인영 외 역, 2006; Pumphrey, 1959)에서 제시된 도구적 가치를 앞서 도출한 

핵심가치에 따라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비 에 대한 권리 존중은 자유, 자율의 하위 개념

으로 분류하고 클라이언트의 다양성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것은 평등, 사회정의의 하위 개념으로 분

류하였다. 둘째,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한국, 미국, 스웨덴 등 국가별 윤리강령에서 제시된 윤리원칙

을 앞서 도출한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재분류하였다. 일례로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윤리원칙으로 제시된 자기결정권 존중은 자유, 자율의 하위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각 도구적 가치와 윤리원칙은 그것이 실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핵심가치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정리한 핵심가치별 도구적 가치는 노인, 정신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

는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4인과 사회복지 가

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온 학계 전문가 2인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되었다. 문헌상에서 도구적 가

치로 제시되었으나 실천방법과 차이가 모호한 사항은 삭제하였으며(예: 수용적이며 비난하지 않는 태

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이후 유사한 도구적 가치를 재분류하여 핵심가치별 도구적 가치를 정리하였

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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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윤리 구성 요소
핵심가치

(궁극적 가치)
도구적 가치

개인 존중과 개인적 서비스의 제공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자유, 자율
자기 결정, 사생활 존중과 비 보장,

고지에 입각한 동의
전문가의 온정적 개입주의 

(전문성)
서비스, 역량

전문성에 기반한 개입, 온정적인 개입, 

전문직으로서의 책임

공적 책임성 (공공성) 평등, 사회정의
이중적 책임인식, 자원과 기회의 공정한 분배

다양성의 존중과 차별반대

<표 1>  사회복지의 핵심가치와 도구  가치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에 해당하는 자유, 자율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는 자기결정, 사

생활 존중과 비 보장, 고지에 입각한 동의이다. 자기결정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외부의 압력

에 구애받지 않고, 주어진 다양한 선택 가운데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생활 존중과 비

보장은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 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지에 입각한 동의는 사

회복지사의 개입이나, 클라이언트의 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입각한 동

의에 기반 하여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클라이언트의 동의 능력이 제한적인 경우에도 사회복

지사는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전문성에 해당하는 서비스, 역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는 전문성에 기반한 개입, 온

정적인 개입,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이다. 전문성에 기반한 개입은 전문가로서 필요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을 갖추고, 역량과 권한에 적합하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정적인 개입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가로서 개입 시 권한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클라이언

트가 자기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것, 더 나

은 서비스 결과를 전제로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비 보장,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은 전문직으로서 개입을 통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서비스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 전문가로서 역량과 권한을 인도적인 방향 및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 윤리적으로 결정하고 실천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 등의 행동

지침이 해당된다. 

공공성에 해당하는 평등과 사회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는 이중적 책임인식, 자원

과 기회의 공정한 분배, 다양성 존중과 차별 반대이다. 이중적 책임인식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전문직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복합적인 책임을 지니며, 이는 서로 상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과 기회의 공정한 분배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고, 욕구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 존중과 차별반대는 다

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차별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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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한국적 실천 상황을 반영한 예비문항 개발

척도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척도가 측정하려는 개념을 명확히 결정한 후 예비문항을 개발한다

(Devellis, 2003). 앞서 설명하였듯이 관련 문헌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사회복지의 핵심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도출한 다음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개발 과정에서 한국적 실천상황을 최대한 반

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실천현장의 의견 수렴

도구적 가치에 부합하는 실천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실천 현장 전문가들에게 관련 이슈

와 상황에 대해 서면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한국적 실천상황을 반영하

는 사회복지 가치 척도의 개발이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은 필수적이었다. 다양한 현장

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실천 대상의 특성을 중심으로 주요 

실천 현장을 영역별로 구분하였다.3) 주요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와 실

천 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천현장을 세분화하는 것은 국내 사회복지 실천 가치

를 파악하는 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서면조사에는 영역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각 2~3인의 중간관리자 이상의 전문가 총 16인이 

참여하였다. 전문가들은 각각의 도구적 가치가 실천 현장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상황(예: 저소득층

의 소득발생과 비 보장의 문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거부에 대한 권리, 클라이언트에 대한 물리적 

개입 상황 등)을 제시하였고, 이때 수렴된 진술문은 총 518개였다. 대상 및 기관에 따른 특성, 직접적 

실천과의 관련성, 문항간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119개의 진술문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표 2> 참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관련법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는데, 관련법은 클
라이언트의 특성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영유아, 정신장애인, 성매매·성폭
력․가정폭력 피해자, 다문화 여성 및 가족, 노숙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
준으로 하되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을 포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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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도구적 가치 수렴된 진술문

자유, 

자율

자기 결정, 

사생활 
존중과 

비 보장,

고지에 
입각한 동의

나는(내가 일하는 기관은)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대표를 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여토록 한다.

분기 1회 각 클라이언트들의 주치의들과 가족들에게 클라이언트의 활동내용
을 알려주고 자문받기위한 내용을 보내는데 이때 클라이언트가 보고 인정한 
내용만 보낸다.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하여 부모가 적극적인 치료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장애심화, 교육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이다. 부모
에게 자녀에게 적절한 개입과 양육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음
에도 거부한다.

서비스, 

역량

전문성에 
기반한 개입,

온정적인 
개입,

전문직으로
서의 책임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
다. 우리 기관에 등록된 클라이언트이지만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가 더욱 적
절할 경우 다른 기관으로 주 관리기관을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 

타 이용자 및 직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모든 경우에는 관련 기관(경찰, 

의료기관)에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또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
는 등의 경우 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선택적인 비 보장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는 교육 참여, 행정 업무 등을 이유로 클라이언트의 상담, 서비스 요청을 
무시하지 않는다.

평등, 

사회정의

이중적 
책임인식,

자원과 
기회의 

공정한 분배,

다양성의 
존중과 

차별반대

전에는 사회복지사의 자율성으로 인정되어졌던 부분들이 사회복지제도가 확
대되고 좀 더 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매뉴얼 이외에 있는 일의 시행은 불법적
인 일로 인식되는 주체와 객체의 문제들이 모두 존재한다. 사회복지제도화가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나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기에 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자원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가 넘치는 경우는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복지관은 대체로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나 정보는 공평하게 제공하되 적절한 사람
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자원을 분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렇게 실천할 경우 행정적인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나 자원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체로 사회복지사가 임의로 클라이언트를 선정해 자원을 분배
하는 경우가 오히려 실천현장에서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종교적인 문제의 경우 이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해당되는 문제
로써 이단의 성향을 가진 종교 (여호와의 증인 / 신천지 등)에 믿음이 있
다하더라도 그 이유로 채용을 불허하거나 복지관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도
록 한다.

<표 2>  사회복지 실천 장에서 수렴된 진술문( 시)

(2) 2단계: 기존 척도에서 문항 선별

예비 문항의 개발을 위하여 기존에 국외에서 사회복지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최근까지 개발된 척

도 중 상대적으로 정교하고, 타당도가 검증된 4개의 척도를 참조하였다. 김용석 외(2011)가 한국 상황

에 맞게 번역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POS(32개 문항), Pike(1994)가 사회복지 가치 측정을 

위하여 개발한 Social Work Values Inventory(41개 문항), Howard와 Flaitz(1982)가 사회복지 전공생

들의 인본주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Social Humanistic Ideology Scale(40개 문항), Csi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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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Rozensky(1997)가 개발한 Social Work Idealism Scale(26개 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4개의 척도에

서 제시하고 있는 문항은 총 139개로 원본에 담긴 내용과 의미가 손실되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말로 1

차적으로 번안하였고, 한국 사회복지 실천과 문화적인 차이가 적고 직접적인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성

이 높은 문항을 선별하였다(예: 죽음을 앞둔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 폭

력피해 여성 쉼터에서 여성이 퇴소 후 남편에게 돌아가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할 때, 사회복지사는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별된 문항은 총 33개 문항이다.

(3) 3단계: 1차 예비문항 개발

실천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기존 척도 검토를 통해서 선별된 실천 상황(119개)과 문항(33

개)은 총 152개였다. 연구진은 이들 실천상황과 문항을 실질적으로 척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일 문

장의 형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문장을 구성할 때 가치 척도의 필수적 요소인 평가적 요소(evaluation 

component)가 반영되도록 하였다. 도구적 가치의 평가적 요소는 특정 행위의 적절성에 관한 개인의 

인식 또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Pike, 1994). 도구적 가

치를 표현할 때 ‘~해야 한다(should)’, ‘~하는 것이 당연하다(ought)’, ‘~적절하다(appropriate)’와 같

은 평가적 단어의 사용이 권장된다(Kilmann, 1981: Pike, 1994: 11에서 재인용). 각각의 문항은 검토

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개입방법이 유사한 경우, 클라이언트의 특성은 다르지만 개입의 목적

이 유사한 경우와 같이 문항간의 유사성이 높은 문항들은 삭제하여 총 132개의 문항을 1차 예비문항

으로 완성하였다.

(4) 4단계: 내용타당도 평가

1차적으로 완성된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에 대한 평가를 사회복지 전문가 6인(학계 전문가 4인, 관

리자급 사회복지사 2인)에게 요청하였다. 전문가들에게 예비문항 목록을 제공하고 각 문항이 사회복

지 가치와 관련이 있는지를 4점 척도(1=관련성이 매우 낮음 ~ 4=관련성이 매우 높음)로 평가하도

록 요청하였다. 각 예비문항에 대한 전문가 6인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하기 위해 내용타당도 지수

(content validity index)를 계산하였다.4) 내용타당도 지수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80 이상인 문항 65

개를 선별하였고, 연구진에서 재검토를 통하여 직접적 실천과의 관련성이 낮은 3개 문항을 삭제하여 

최종 62개 문항을 선별하였다.

(5) 5단계: 최종 예비문항 개발: 국문법적 오류 검토 및 사전 조사

선별된 예비문항은 전문가(국어국문학 전공 교수 1인)에게 의뢰하여 국문법상 오류를 수정․보완

함으로써 문장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띄어쓰기와 오탈자, 문장의 순서 배치 

4) 내용타당도 지수의 계산을 위해 적절한 전문가의 수는 3~6명이고(Lynn, 1986: Polit and Beck, 

2006: 491에서 재인용), 이 지수는 개별 문항에서 3점 또는 4점에 응답한 전문가의 수를 전체 전문
가의 수로 나누어 계산되며 지수가 .80 이상인 문항을 양호한 문항으로 판단한다(Polit and Bec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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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을 수정하였고, 2개 문항의 경우 한자를 병기하여 맥락상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였다(예: 사

후→사후(死後), 성적 경험→성적(性的) 경험). 일부 문항은 표현을 변경함으로써 의미 전달이 쉽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더라도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

는 제공되어야 한다.’는 문항은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

장할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한다.’로 수정되었다.

이후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0인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각각의 문항이 이

해가 되지 않거나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이 있는지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하여 11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여기서 앞서 국문법적 오류를 통해 수정된 문항은 다시 ‘클라이언트의 자율

성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더라도, 클라이언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한

다.’로 수정되었고, 이외에도 일부 문항에 포함된 ‘복지관’은 특정 기관에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수

렴하여 ‘복지기관’으로 수정하였다. 최종 예비문항은 총 62개 문항이다.

2) 평가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은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확률표집을 실시해야 하지만 전체 표본 확보의 문제, 소속기관 섭

외의 어려움, 연구비용 및 시간적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비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였지만 

다양한 실천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 대상의 특성을 중심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의료․정신

보건 관련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표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예비 문항 개발과정에 

참여하였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기관을 포함하였고, 실천 분야별 전문가들의 소개를 받아 

실무자들과 접촉하여 개별 기관에 연락을 취하였으며, 본 연구의 취지와 설문조사 목적을 설명함으로

써 조사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3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 7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우편설문조사와 이메일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598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521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료분석방법

첫째,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표본을 무작위로 2개로 나누고 첫 번째 표본을 가지고 SPSS를 사

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을 위한 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5) 탐색적 요인분석은 다수의 변수를 대표하는 소수의 잠재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으로(Henson and Roberts, 2006) 본 연구에서는 62개 예비문항의 요인 구조를 밝히고자 한

5) 최대우도법은 모델적합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요인추출을 위해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
다(Fabrigar et al., 1999).



사회복지 가치 척도의 개발  289

다. 잠재 요인을 찾고 적정 요인 수 결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 본 연구는 아이겐 값, 

모델적합도 지수, 교차적재 여부, 스크리 검사, 요인적재값, 요인별 문항수, 요인구조에 관한 연구자의 

사전지식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서 얻은 결과에 기초한 결정을 

더욱 합리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순묵, 2006; Fabrigar, et al., 1999; Hair et al., 2006). 

요인회전은 요인들 간의 상관을 가정하는 사각회전(promax)을 사용하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드러난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사용되지 않은 표본을 가지고 Mplus 6.0으로 실시하였다. 모

델적합도 평가를 위해 절대적 적합도 지수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의 사용이 권장된다(Hair et al., 

2006). 와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은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서 연

구자가 구체화한 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지수이다(Hair et al., 2000). 

는 3 이하일 때 RMSEA는 .08 이하일 때 모델이 양호하다고 평가한다(홍세희, 2000). 

Comparative Fit Index(CFI)와 Tucker Lewis Index(TL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서 최악의 모델과 

이론적 모델을 비교하는 지수로(홍세희, 2000) 그 값이 클수록 이론모델이 양호한 모델임을 나타내는

데 .95 이상이어야 한다(Sun, 2005).

셋째, 사회복지 가치 지향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신뢰도 평가를 위해 Cronbach's 

alpha와 측정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measurement)를 계산하였다. Cronbach's alpha는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며 .70 이상을 권고기준으로 고려한다(Hair et al., 

2006). 측정의 표준오차는 표준편차×신뢰도 의 공식을 가지고 계산되며, 척도의 가능한 총점

의 5% 이내일 때 양호하다고 해석한다(Hudson, 1982: Springer et al., 2002: 426-427에서 재인용).6) 

타당도 평가를 위해 사회복지 가치 척도와 한국어판 POS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어판 POS는 

Abbott(1988)에 의해 개발된 POS 척도를 김용석 외(2011)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사회복지 가치 지향 

척도이다. 비록 복지 환경이 다른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이나 POS 척도가 내포하고 있는 주요 가치는 

기본권리, 자기결정, 사회적 책임감, 사회정의로 여러 문화권에서 공유되는 사회복지 가치들이다. 한국

어판 POS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하위 척도의 신뢰도 범위는 .65~.80이었고 전

체 신뢰도는 .86이었다. 두 척도 모두 사회복지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두 척도 간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6) 측정의 표준오차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시험점수를 예로 들면, 표준편차가 동일 시험을 치
룬 다수 학생이 얻은 점수들의 퍼짐(spread)이라면, 동일 학생이 동일 시험을 반복해서 치렀을 때 
얻은 점수들의 퍼짐을 측정의 표준오차라고 한다. 측정의 표준오차가 작을수록 측정의 정 도
(precision, 반복측정에서 얻은 결과의 일치도)가 높아지며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 즉 측정의 오차가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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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비고 구분 N % 비고

성
남 130 25.0

직
급

대표 및 상위관리급 46 8.8

여 387 74.3 중간관리급 108 20.7
무응답 4 0.8 실무급 352 67.6

연
령

20대 225 43.2 평균: 31.93

표 준 편 차 : 

7.01

최소값: 21

최대값: 57

기타 12 2.3

30대 196 37.6 무응답 3 0.6

40대 71 13.6 주
요
담
당
업
무

직접사업업무 289 55.4

사업지원업무 180 34.550대 이상 12 2.3
총괄업무(직접사업
+사업지원)

43 8.3무응답 17 3.3

학
력

학사 이하 346 66.4
기타 5 1.0석사과정 이상 161 30.8
무응답 4 0.8무응답 14 2.7

자
격
증

사회복지사 1급 399 76.6

경
력

36개월(3년) 미만 160 30.7 평균 
: 71.69

표준편차 
: 59.76

사회복지사 2급 113 21.7 84개월(7년) 미만 178 34.2

사회복지사 3급 1 0.2 120개월(10년) 미만 80 15.4

<표 3>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N=521)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조사 대상자 중 여성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74.3%로 남

성사회복지사 25.0%에 비하여 높았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30대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80.8%로 나

타났다. 조사대상자의 66.4%는 사회복지학 학사 이하의 학력을, 30.8%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

며, 전체의 76.6%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

지 실천 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도한 결과, 근무처 유형은 다양하게 분

포되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29.8%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기관이 14.2%, 협회, 재단 등 행정기

관이 14.0%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직급은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이 67.6%로 가장 

많았고, 과장, 팀장 등 중간관리급이 20.7%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55.4%는 사회복지 직접사업 

업무를 맡고 있으며, 34.5%는 행정, 총무, 관리, 홍보 등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사회복지 경력은 평균 71.69개월(약 6년)이며, 3년 이상에서 7년 미

만이 34.2%로 가장 많았고, 급여는 연평균 약 2,672만원(월 약 223만원)으로 전체의 82.9%는 연 3,600

만원(월 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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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8 1.5

최소값: 1
최대값: 360

180개월(15년) 미만 58 11.1

근
무
처 
유
형

종합사회복지관 155 29.8

180개월(15년) 이상 38 7.3노인복지기관 52 10.0

장애인복지기관 74 14.2
무응답 7 1.3아동, 청소년기관 47 9.0

병의원, 정신보건기관 54 10.4

급
여

2,400만원 미만 174 33.4
평 균 : 

2,672.66

표 준 편 차 : 

844.120

최소값: 100

최대값: 8,000

부랑인, 노숙인기관 12 2.3

3,600만원 미만 258 49.5여성, 가족기관 37 7.1

지역자활센터 14 2.7
4,800만원 미만 39 7.5협회, 재단 등 행정

기관
73 14.0

4,800만원 이상 14 2.7
기타 1 0.2

무응답 36 6.9무응답 2 0.4

구분
표본 1(N=268) 표본 2(N=253)

p
% 평균 표준편차 % 평균 표준편차

성 
남 26.6 23.8

.46
여 73.4 76.2

연령 32.10 7.10 31.76 6.93 .59

학력
학사 이하 68.0 68.5

.87
석사 이상 32.0 31.5

자
격
증

1급 80.8 74.9

.142급 18.8 25.1

3급 0.4 0.0

근
무
처
유
형

종합사회복지관 33.7 26.2

.58

노인복지기관 9.5 10.5

장애인복지기관 13.1 15.4

아동, 청소년기관 9.9 8.2

병의원, 

정신보건기관
9.5 11.2

부랑인, 

노숙인기관
1.6 3.0

여성, 가족기관 5.6 8.6

지역자활센터 2.8 2.6

협회, 재단 등 14.3 13.9

<표 4>  표본 1과 표본 2의 동질성 검정

(2) 동질성 검정

척도개발 연구에서 탐색적 분석과 확인적 분석을 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한데

(Cabrera-Nguyen, 2010), 본 연구는 두 가지 분석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SPSS를 사용하여 표본을 

무작위로 둘로 나눈 다음 표본 1을 가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표본 2를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두 표본이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동질적인지를 분석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두 집단은 모든 일반적 특성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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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기타 0.0 0.4

.91
직급

중간관리급 20.7 21.0

실무급 68.8 67.1

기타 1.9 2.8

담당
업무

직접사업업무 53.2 58.7

.23
사업지원업무 35.5 34.1

총괄업무 10.6 6.0

기타 0.8 1.2

경력 73.34 60.25 69.95 59.30 .52

급여 2,638.6 850.8 2,701.11 842.93 .42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 자료 검토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변수들이 서로 충분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N=268). 변수들 간 상관이 없거나 매우 작으면 요인분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엄한주, 2001). 

Kaiser-Meyer-Olkin(KMO) 표본 적합성 측도는 .87로 계산되어 기준인 .80을(Hair et al., 2006) 초과

하였고, Bartlett 구형성 검정(변수들 간 상관관계의 존재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  , 

  ,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변수들은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적합하였다.

요인추출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변수

들이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할 경우 최대우도법의 사용이 권장된다(Fabrigar et al., 1999). 62

개 예비문항이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문항의 왜도와 첨도를 계산

한 결과 왜도는 –1.60~.89 내에 첨도는 -.87~4.65내에 있었다. 왜도의 경우 ±2 이하일 때 첨도의 경

우 ±7 이하일 때 이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Fabrigar et al., 1999). 이들 문항은 모두 다

변량 정규분포 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최대우도법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였다. 

(2) 요인 수 결정

먼저 아이겐값 1.0 이상인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적정 요인 수는 18개였다. 예비문항 개수가 62개에 

요인 수가 18개라면 요인별 문항 수는 평균적으로 3~4개에 불과하며 이는 요인별 문항 수가 최소 5

개 이상 되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아이겐값은 요인 수를 과다하게 추출하는 문제를 가지

고 있는데(Costello and Osborne, 2005) 본 연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다.

스크리 검사에서 요인 수가 3개일 때 아이겐값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그래프가 안정적 패턴을 보였

다. 스크리 검사 결과를 사용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주관적인데 적정 요인 수를 찾는 지

점을 그래프가 안정되는 지점까지로 하거나 또는 안정되는 지점 바로 직전 지점까지 포함한다(이순

묵, 2006; Costello and Osborne, 2005; Hair et al., 2006). 스크리 검사 결과에 기초하면 적정 요인 수

는 2개 또는 3개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적정 요인 수에 관한 연구자의 사전지식과도 일치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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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예비문항 개발 단계에서 기술하였듯이 예비문항은 사회복지윤리의 3요소(개인존중, 전문성, 공

공성)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적정 요인 수에 관한 연구자의 사전지식과 스크리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적정 요인 수를 2개 또는 3

개로 볼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그 명칭처럼 요인구조를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모형을 평가하여 최적 모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2요인 모형과 3요인 모형 이외에 4요인 

모형을 분석하기로 결정하였다. 3개 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회전방법은 요인 간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사각회전(promax)을 사용하였다. 

2요인 모형은 요인 1에 40개 문항이 요인 2에 22개 문항이 적재되어 문항들이 요인 1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3요인 모형은 요인 1에 25개, 요인 2에 18개, 요인 3에 19개가 적재되어 2요인 모형에 

비해 요인별 문항 수가 균형을 이루었다. 4요인 모형은 요인 1에 24개, 요인 2에 17개, 요인 3에 11개, 

요인 4개 10개 문항이 적재되었다. 그런데 요인 4에 적재된 10개 문항 중 3개 문항의 요인적재값은 최

소 권고기준인 .32(Tabachnick and Fidell, 2001) 미만이었고 2개 문항은 다른 요인에도 적재되어

(>.32) 이들 문항을 제외하면 요인 4에는 5개 문항만이 남게 된다. 요인별 문항 수가 5개 이상이라는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추가적인 탐색적 분석에서 문항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4요인 모형은 적정 

모형으로 보기 어려웠다. 

적정 모형을 찾기 위해 2요인 모형과 3요인 모형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였으며 두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2요인 모형의 요인 2에 적재된 문항들과 3요인 모형의 요인 3에 적재된 문항들은 거

의 동일한 문항들이었다. 3요인 모형의 요인 3에 적재된 19개 문항 모두 2요인 모형에서 2요인에 적

재되었다. 해당 문항들은 클라이언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하여 클

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7) 둘째, 2요인 모형의 요인 1에 적재된 문

항들은 3요인 모형에서 요인 1과 요인 2로 분산되었다. 3요인 모형의 요인 1에 적재된 문항들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나 취약계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8) 3요인 모형의 요인 2에 적재된 문항들은 클라

이언트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9) 이렇게 3요인 모형의 요인 1과 요인 2에 적재된 문항들은 내용면에서 서로 구분된다고 볼 

7) ‘다문화 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가 거부하더라도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44

번), ‘자녀와 연락이 단절된 치매 노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노인을 대신하여 요양센터 입소를 결정
해야 한다.’(59번) ‘생활시설의 클라이언트가 동반 입소한 자신의 자녀를 방임하고 사회복지사의 개입
을 거절할 경우, 자녀를 위해 클라이언트와 자녀를 분리해야 한다.’(38번) 등이 이들 문항의 일부이다. 

8) 예를 들면, ‘동성애자는 성적 선호와 무관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존중받아야 한다.’(3번), ‘임
신한 청소년도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다.’(18번), ‘상이한 문화권의 종교(예; 이슬람교)를 믿는 청소
년이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30번)처럼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권리 존중 또는 평등에 관한 내용이다. 

9) 해당 문항들은 ‘클라이언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서비스를 종결해야 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와 기관
의 상황을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7번),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위해 통합사례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기관 간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야 한
다.’(22번),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클라이언트에게 최대한 쉬운 용
어를 사용하고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치료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31

번)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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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요인 3요인 4요인

문항 
2요인 3요인 4요인

1 2 1 2 3 1 2 3 4 1 2 1 2 3 1 2 3 4

1 X X X 32 X X X

2 X X X 33 X X X

3 X X X 34 X X X

4 X X X 35 X X X

5 X X X 36 X X X

6 X X X 37 X X X

7 X X X 38 X X X

8 X X X 39 X X X

9 X X X 40 X X X

10 X X X 41 X X X

11 X X X 42 X X X

12 X X X 43 X X X

13 X X X 44 X X X

14 X X X 45 X X X

15 X X X 46 X X X

16 X X X 47 X X X

17 X X X 48 X X X

18 X X X 49 X X X

19 X X X 50 X X X X X

20 X X X 51 X X X

21 X X X 52 X X X

22 X X X 53 X X X

23 X X X 54 X X X

24 X X X X 55 X X X X X

25 X X X 56 X X X X X X

26 X X X 57 X X X

27 X X X 58 X X X

28 X X X 59 X X X

29 X X X X 60 X X X

30 X X X 61 X X X

31 X X X 62 X X X

 2482.99/1768 2305.53/1708 2149.86/1649

<표 5>  3개 모형의 비교
(N=268)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문항을 2요인 모형에서처럼 하나의 요인으로 묶기보다는 2개의 요인으로 구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는 예비문항의 개발이 3개 요인에 기초하였던 점과 일치하여 3요인 모형

을 최적 모형으로 결정하고 3요인 모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로 하였다.

(3) 3요인 모형에 대한 후속 분석

3요인 모형에 대한 후속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실시되었다.

첫째, 각 요인에 적재된 문항의 요인적재값을 점검하여 그 값이 권고기준 이상이며 두 요인에 적재

되지 않는 문항들만 선별하였다. 요인 1에 적재된 문항들 중 4개 문항(39번, 2번, 8번, 13번)과 요인 2

에 적재된 5개 문항(40번, 17번, 37번, 6번, 14번)의 요인적재값이 권고기준 미만이어서 삭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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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2에서 두 개 문항(56번, 50번)은 두 개 이상의 요인에 적재(.32 이상)되어 총 7개 문항을 삭제하

였다. 요인 3에서는 요인적재값이 낮은 문항 5개(49번, 27번, 11번, 24번, 46번)와 두 개 요인에 교차적

재 된 1개 문항(55번)을 삭제하였다.

둘째, 이상의 문항을 삭제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이번에는 요인 수를 3개로 고정

하였다. 분석결과 요인 1에서 1개 문항, 요인 3에서 2개 문항의 요인적재값이 낮거나 이들 문항이 2개 

요인에 교차 적재되었다. 따라서 이들 3개 문항(34번, 54번, 53번)을 제거한 다음 요인분석을 재실시

하였다.

셋째, 요인 2에 적재된 1개 문항(1번)의 요인적재값만이 기준에 미달하였고 모든 요인적재값이 기

준 이상의 크기였으며 2개 이상의 요인에 적재된 문항도 없었다. 1번 문항을 제거한 다음 실시한 탐

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매우 양호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값이 권고기준 이상이었고 2개 이상

의 요인에 교차 적재된 문항도 없었다. 요인 1에는 12개 문항, 요인 2에는 17개 문항, 요인 3에도 12개 

문항이 적재되어 요인별 문항 수도 비슷하였다. 모델적합도 지수()도 3 미만으로 계산되어 권고

기준(Sun, 2005)을 충족하였으나 요인별 문항 수를 동수로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요인별 문항수를 동

일하게 만드는 이유는 요인별 평균, 표준편차의 비교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넷째, 요인 1과 요인 3의 문항 수가 각각 12개였기 때문에 요인 2에 적재된 17개 문항 중 요인적재

값이 가장 낮은 문항부터 5개 문항을 제거한 다음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요인적재값은 

기준 이상이었으나 1개 문항(19번)이 요인 1과 요인 2에 적재되었다. 이 문항을 제거하면 요인 1에 12

개 문항, 요인 2와 요인 3에는 각각 11개 문항이 적재되었다. 따라서 요인 1에서 요인적재값이 가장 

작은 문항(5번)을 삭제하고 요인별 문항수를 동수로 만든 다음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요인 1에 적재된 문항들의 요인적재값 범위는 .44~.76, 요인 2에 적재된 문항들의 요인적재값 범위는 

.32~.67, 요인 3에 적재된 문항들의 요인적재값 범위는 .40~.56으로 모든 적재값이 .32 이상이었다. 

두 개 이상의 요인에 적재된 문항들도 없었으며 각 요인에는 11개 문항이 적재되어 이를 최종결과로 

고려하였다(<표 6> 참조).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43 .76 .01 -.17 3 -.05 .67 -.13 44 -.14 .01 .56

57 .71 .10 -.09 18 -.09 .62 -.10 59 -.01 -.01 .55

31 .66 -.02 .05 12 .11 .61 -.21 38 .10 -.14 .51

42 .66 .07 .01 30 .03 .54 .17 20 -.06 .13 .51

41 .66 -.13 .07 9 .12 .53 .04 29 .10 -.26 .49

47 .63 -.02 .06 48 .04 .50 .13 26 -.04 .12 .47

7 .62 -.02 -.13 28 .01 .49 .11 62 -.03 -.04 .46

22 .53 .12 -.01 21 .14 .48 -.11 52 -.04 -.03 .45

60 .46 .06 .14 10 -.02 .46 .01 58 .02 -.04 .44

15 .45 -.01 .05 45 .02 .41 .14 35 .08 .16 .43

33 .44 .05 .18 61 .27 .32 .01 51 .08 .11 .40

<표 6>  탐색  요인분석 결과

(N=268)



296  한국사회복지학 제66권 제 1 호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N=253) 결과는 아래 <표 7> 및 <표 8>과 같다. 우선 모형적합도 지수를 보면, 모든 적합도 지수가 

권고기준 이상이었다. 각 요인의 요인적재값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요인적재값의 크기도 

대체로 .50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요인구조는 확인적 요인분

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43   .80     3  .63 44  .53

57 .83 18 .60 59   .54

31 .66  12 .73 38 .49

42 .83 30 .76 20 .52

41 .72  9 .64 29 .32

47 .71   48 .60 26 .54

7 .69 28 .61 62 .46

22 .63 21 .71 52 .48

60 .65 10 .51 58 .38

15 .49 45 .69 35 .76

33 .71 61 .66 51 .74

<표 7>  확인  요인분석 결과

(N=253)

 df  /df  RMSEA  CFI TLI

842.69 492 1.71 .05 .95 .94

<표 8>  3요인 모형의 모형 합도 지수

(N=253)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도출되고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해서 확인된 3개 요인에 대한 이름을 부

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요인 1에 적재된 문항의 다수는 정보제공, 고지된 동의, 자기결정을 내용으로 한다. 사회복지사는 

치료비 지원 결정과정(43번), 조기 종결(7번), 타 기관과 클라이언트의 정보 공유(22번)에 관한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가 고지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장애가 

있는 클라이언트(31번, 47번)와 청소년 클라이언트의 결정(60번)을 존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김기덕 외, 2012)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요인 1을 ‘자율성’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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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2에 적재된 문항들은 동성애자(3번, 12번), 소수종교 신자(30번, 21번), 청소년(18번, 28번), 

노인(48번, 10번), 노숙인(61번)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

언트의 성적 취향, 종교, 연령, 지위에 관계없이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다

양성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차별금지, 

다양성 존중은 한국과 미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에서 제시된 6가지 핵심가치 중 사회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정의는 취약

하고 억압받는 개인과 집단을 위한 사회변화의 추구, 그리고 이를 통한 차별금지, 다양성 존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근거하여 요인 2를 ‘평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에 적재된 11개 문항은 모두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개

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제한하고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44번, 38번, 26번, 35번), 합리적 결정 능력을 상실한 클라이언트 대신 서비스 결정(59번, 52번), 

클라이언트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서비스 제공(20번, 29번, 58번, 51번, 62번)이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복지윤리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전문가의 온정적 개입주의에 해당된다. 따라서 요인 3을 ‘온

정적 개입’으로 명명하였다.

4)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사회복지 가치 지향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를 위해서 표본 1과 표본 2를 합친 전체 표본을 

사용하였다. 사회복지 가치 척도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는 요인 1의 경우 .86, 요인 2의 경우 .82, 요인 3의 경우 .76으로 계산되었고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9로 계산되어 보수적 권고기준(.70)보다 높았다. 측정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Measurement)는 측정오류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값이 작아야 한다. 

Hudson(1982, Springer et al., 2002: 426-427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측정의 표준오차는 척도 총점의 

5% 이내면 양호한 수준이다. 각 요인의 가능한 총점은 55점(=11개 문항 x 5점)이기 때문에 측정의 

표준오차가 2.75(=55 x0.05)점보다 작으면 양호한 것이다. <표 9>와 같이 3개 요인의 측정의 표준오

차 값은 권고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3개 요인을 모두 합쳤을 때에도 측정의 표준오차는 

3.85점으로 가능한 총점(165점)의 5%(8.25점)보다 작아 양호하였다.

요인 전체 자율성 평등 온정적 개입

Cronbach's alpha .89 .86 .82 .76

측정의 표준오차 3.85 1.61 2.03 2.53

<표 9>  신뢰도 평가 결과

(N=521)

사회복지 가치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판 POS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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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사회복지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두 척도 간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거의 모든 관계가 예견대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

였다. 즉 사회복지 가치 지향 척도에서 사회복지 가치 지향 수준이 높게 나타난 조사대상자는 한국어

판 POS에서도 사회복지 가치 지향 수준이 높게 나타나서 사회복지 가치 지향 척도의 타당도가 확보

되었다. 온정적 개입은 한국어판 POS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낮은 상관의 이유는 한

국어판 POS에는 온정적 개입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요인 전체 기본권 존중 자기결정 사회적 책임 사회정의

전체 .60** .41** .56** .59** .30**

자율성 .58** .45** .54** .57** .27**

평등 .68** .47** .53** .64** .45**

온정적 개입 22**  11* .31** .24** .03

<표 10>  한국어  POS와 상 계

(N=521)

*p<.05 **p<.01

5. 결론

표준화된 척도의 개발은 추상적 개념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여 관련 분야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

는 장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가치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절대 부족을 인식하고 사회복지 

가치 척도의 개발에 목적을 두었다. 국외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사회복지 가치 척도

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인접학문분야인 간호학분야에서도 간호전문직 가치 척도를 개발(윤은자 외, 

2005; Ochsner, 1996; Weis and Schank, 2000)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일부 국내 사회복지연구가 사

회복지 가치 척도들을 소개하였으나 모두 국외에서 개발된 척도로 국내 사회복지사에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및 윤리강령을 검토하여 핵심가치 및 도구적 가치를 도출하고, 기존 척도 

문항 검토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비문항은 실천현장의 

사회복지사(521명)들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를 토

대로 33개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복지 가치 척도가 개발되었다. 개발된 사회복지 가치 척도는 몇 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사회복지 가치 척도가 측정하는 3가지 가치는 자율성, 평등, 온정적 개입이다.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도 클라이언트와 사회전반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이 각각 명시되어 있듯이 사회복지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복지에 관심을 

두어 왔다. 자율성과 온정적 개입은 개인의 권리 및 안녕과 관련 있는 가치들이고 사회정의는 사회전

체의 복지와 관련 있는 가치임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 가치 척도는 전통적이면서 핵심적인 사회복지 

가치들을 포함하는 장점을 갖는다. 둘째, 사회복지 가치 척도는 기존 척도들과는 달리 주요 가치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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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개입을 포함한다. 온정적 개입은 윤리강령에 포함되어 있는10) 주요 가치이면서 자율성 존중과 

상충되는 가치로 이들 가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 온정적 

개입은 더 나은 실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직에서 경계해야 하는 가치이기도 하다(김기덕, 2005). 그럼에도 본 척도는 역

사적으로 주요하게 고려되어 온 온정적 개입과 자율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임신 중인 미성

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조현증 환자의 강제 입원 등 온정적 개입과 자율성이 충돌하는 윤리적 갈

등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갈등과 같은 연구(김영란 외, 2001)의 수행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

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사회복지 가치 척도는 국내의 다양한 실천 분야의 실천상황을 담아낸 진술문

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다분히 한국적 실천상황을 담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들이 국내의 실천 현장에

서 활동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실천 상황들과 국내에서 관심 받는 이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

문에 국내 사회복지사들에게 대체로 친숙한 내용들이다. 이는 측정오류를 줄이고 측정하고자 하는 개

념(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을 제대로 측정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척도의 평가방법도 장점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사회복지 가치 척도의 개발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모두 사용하였다. 특히 두 가지 요인분석방법을 위해 각기 다른 표본을 사용하

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구조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되어 사회복지 가치 

척도의 요인구조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이상의 장점을 지닌 사회복지 가치 척도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 정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 가치 관련 연구의 확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사회복지 

가치 척도의 활용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성을 실증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가치 척도는 3개 하위요인(자율성, 평등, 온정적 

개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요인별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국내 사회복지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

게 고려하는 사회복지 가치를 알 수 있게 된다. 둘째, 사회복지 가치 척도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 수준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은 다양

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개인의 가치관, 인생경험 등 개인적 요인은 물론이고 교

육과 실무 관련 요인 또한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개인적 요

인을 통제한 후 학교교육, 실무경험, 가치 관련 슈퍼비전, 실천 분야 등 교육 및 경력 관련 요인들이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면 예비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의 교육

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셋째, 앞서 기술한 두 번째 활용방안에서 사회

복지 가치 지향은 종속변수가 된다. 사회복지 가치 척도의 세 번째 활용방안에서 사회복지 가치 척도

는 독립변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이 윤리적 실천에 미치는 영

10) 미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클라이언트의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
단될 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기준 1.02)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
를 대신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
다(기준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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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분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관련 연구(김기덕․장은숙, 2008)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겠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실천경험에 관한 연구(김기덕․장은숙, 

2008)는 심층면접 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실천경험을 간섭적 온정주의형, 적

극적 존중실현형, 소극적 존중실현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 사회복지 가치 척도를 적용한다면, 

척도가 측정하는 사회복지 가치에 대한 조사대상자(사회복지사)의 지향 수준이 파악되어 사회복지 가

치 지향 수준에 따른 실천유형의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사회복지 가치 척도의 활용은 사회복지

사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과 실제 실천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복지사의 사

회복지 가치 지향이 실천행위로 표현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 가치 척도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척도에 대한 지속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타당도 평가에서 기존 가치 척도와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온정적 개입 하위척도의 

타당도에 대한 추가적 평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가치 척도의 타당도 평가를 위해 한국어판 POS와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자율성, 평등이 한국어판 POS와 갖는 상관관계와 비교하여 온정적 개입은 

한국어판 POS와 상대적으로 약한 관계를 보였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국어판 POS가 

온정적 개입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기존의 사회복지 

가치 척도와 관계분석만으로 온정적 개입 하위척도의 타당도 평가는 충분하지 않다. 타당도 평가를 

위해 앞서 소개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실천경험 연구(김기덕․장은숙, 2008)

에서 사용한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우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회복지사들을 확보한 후 

온정적 개입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이들의 온정적 개입 가치 지향 수준을 측정하고 그 다음 클라이언

트 자기결정 관련 실천유형을 파악한다. 온정적 개입 하위척도 점수를 독립변수로, 실천유형(온정주

의형과 존중실현형으로 구분)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분석하거나 또는 온정적 개

입 하위척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예; 평균 + 1 표준편차) 사회복지사 집단의 실천유형과 척

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예; 평균 - 1 표준편차) 사회복지사 집단의 실천유형을 비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온정적 개입 하위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주의형이라면 척도의 예

측타당도를 확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표본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표본추출을 위해 조사대

상자의 실천분야의 다양성은 고려하였으나 개인 연구가 갖는 한계로 인해 지역적 다양성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전국 자료를 가지고 사회복지 가치 척도를 평가한다면 척도의 가치 또한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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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Social Work Values Scale

Kim, Yongseo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 Eunj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first social work values scale in 

Korea. Its development would be expected to increase empirical studies on social 

work values. Based upon the literature review of social work values, the 

examination of codes of ethics as well as existing scales, and the comments from 

professionals in this field, 62 preliminary items were developed. Preliminary 

items were evaluated with a total of 521 social workers who were working in 

various fields of social work in Seoul and surrounding areas. A serie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es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optimal structure of 

the scale. After deleting 29 items with low factor loadings or being cross-loaded, 

the scale is composed of three factors with each factor having 11 item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e factor structure of the scale obtained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first factor was named autonomy, the second 

factor was named equality, and third factor was named paternalistic intervention. 

Each component of the social work values scale is found to be reliable and valid. 

Key words: social work values, social work values scale, reliability, validity, 

sca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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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  항

자
율
성

1
클라이언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서비스를 종결해야 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와 기관의 상황을 클라이언
트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2
당사자 활동가가 특정 클라이언트와 지나치게 사적이고 친 한 관계를 형성하여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피해가 된다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

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위해 통합사례관리체계가 구축되어 기관 간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야 한다.

4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클라이언트에게 최대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치료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5 장애인 채용을 거부하는 사업주들을 설득하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6
노인복지관에서 참여자들의 리더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윤리적 규정에 어긋난다면, 개입을 통해서 
이를 조정해야 한다. 

7
클라이언트 간의 입장이 다양하여 회의를 통해 결정할 때, 소수의견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공평한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8
치료비 지원을 원하는 저소득 클라이언트에게 지원 결정 과정에서 사보험 가입 여부, 재산 등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주어야 한다. 

9
장애가 있는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본인의 지적 또는 신체적 능력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다면,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10
클라이언트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
공해야 한다.

11
장애 청소년에게도 캠프에 관한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
다.

평
등

12 동성애자는 성적 선호와 무관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존중받아야 한다.

13 사회 소수자들의 투표행사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4
노인요양시설에서 거주하는 두 노인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 자녀들이 사후(死後) 법적 문제로 결혼을 반
대하더라도 사회복지사는 두 노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15 동성애자가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6 임신한 청소년도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다.

17
클라이언트가 이단의 성향을 가진 종교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로 복지기관 이용에 제한을 두어
서는 안 된다.

18 청소년의 의사결정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19
상이한 문화권의 종교(예: 이슬람교)를 믿는 청소년이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
할 필요가 있다. 

20 행정적인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기회와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

21
영양상 문제가 있는 독거노인이 과거에 직원에게 심한 언어적 폭력을 했더라도 도시락 배달 서비스 대상
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22 노숙인이 영구적인 거주지가 없다는 이유로 취업(고용)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온
정
적
개

23
가정폭력 문제로 집을 나온 여성 노숙인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더라도 학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면 집에 돌아가지 않도록 클라이언트를 설득해야 한다.

24
친부로부터 근친 성폭력 피해를 당해 쉼터에 입소한 아동이 친부의 회유에 의해 가정 복귀를 결정한 경
우, 결정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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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  항

입

25
미성년 청소년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갖겠다고 말했을 때 사회복지사는 이 청소년을 설득해서 
성관계를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6
심각한 피부염이 있는 장애 아동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부모가 반대하더라
도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7
생활시설의 클라이언트가 동반 입소한 자신의 자녀를 방임하고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거절할 경우, 자녀
를 위해 클라이언트와 자녀를 분리해야 한다.

28 다문화 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가 거부하더라도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29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인이 치료기관 및 쉼터 입소를 거부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0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저소득 클라이언트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판단에 따라 공공지원프로그램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1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더라도 클라이언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한다.

32 자녀와 연락이 단절된 치매 노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노인을 대신하여 요양센터 입소를 결정해야 한다.

33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음주 문제를 수용하지 않지만 자해나 타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 가족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 입원시켜야 한다.

※ 응답범주: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가치를 지향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