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4 pp. 2573-2584, 2015

http://dx.doi.org/10.5762/KAIS.2015.16.4.2573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2573

한국 사회복지 행정교육의 발전방향 : 
사회복지 기관관리자 양성을 중심으로 

최유석1*

1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Future Directions for Educatio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Training Students as Manag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Youseok Choi1*

1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llym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 은 서비스 제공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행정교육 강화의 필요성과 발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기 평가, 성과 리 등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기 리자의 역할이 요시되고 있다. 이 연구
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 회에서 2,479명의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수행한 ‘한국사회복지사 기 실태  인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사가 일상 으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분석하 다. 직무분석결과, 사회복지기 에서 행정  리

업무는 체 업무 의 40%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조직, 인 자원 리, 기획  재정 리 

등의 기 운  업무의 요도와 난이도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학 교육과정에서 기
리에 한 체계 인 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리자로서 부분의 생애경력을 쌓아 나갈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교육의 목표는 실천가에 한 지원활동을 넘어서, 리자로서 기 리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기 리자로서 조직환경과 조직내부 운 에 한 폭넓은 안목을 기르고, 기 리의 다양한 역에 

한 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부교육, 문 학원교육, 실습교육 등 각종 교육과
정에서 발 방향을 제안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ncreasing needs for training students as manag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and to suggest ways to develop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gency evaluations and 
performance management has increased demands for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social service agencies, which
also has increased the roles of manag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Using ‘Korean Social Worker Survey’ conducted 
by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this study examines job characteristics of 2,479 social workers. The results
show that administration/management activities take about 40% of social workers’ daily activities. Community 
organiz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planning/financial management are regarded as more important and 
difficult than other tasks. However, sufficient education for preparing students as social service managers is not 
provided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 of college education. In addition, social workers make their life long
careers as managers. Thus,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needs to refocus on the provision of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for competent social service managers. This study suggests future directions for 
developing educatio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 of college education 
including fiel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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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복지교육은 변화하는 서비스 제공환경에 걸맞게 

개편되고 있는가? 사회복지 교육과정은 실천 장에서 요

구하는 인력을 제 로 양성하고 있는가? 사회복지 교육
에 심을 가진 이들은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질문이

다.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에 한 심은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다[1-8].
이에 응하여 최근에는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사회

복지정책, 행정, 지역복지, 실천 등 다양한 역에서 사회
복지교육의 단계를 진단하고 발 방향을 제안하 다

[9], 한국사회복지교육 의회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문

성 증진을 한 각종 공청회와 해외 학의 사회복지교육

에 한 사례연구를 수행하 다[10-11]. 한국사회복지연
구회 등에서도 사회복지정책, 행정, 실천 등 각 역에서 
사회복지교육의 쟁 에 한 깊이있는 토론과 개선방안

을 모색하 다[12].
사회복지의 확  필요성에 한 국민  공감 가 확

산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한 책임성과 성과

에 한 심도 증 하고 있다. 사회복지 기 평가, 바우
처 사업  성과 리의 도입 등 서비스 제공환경의 변화

는 사회복지기 을 투명하고 효과 으로 운 할 역량을 

지닌 사회복기기  리자의 양성을 요청하고 있다[13].
사회복지행정교육은 이러한 시  변화에 조응하는 유

능한 리능력과 리더십을 지닌 기 리자를 양성하고 

있는가? 이 연구의 목 은 사회복지행정 분야를 심으

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교육 

강화의 필요성과 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행정교육은 높은 사회  심과 국민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복지기 의 문성과 실행능력을 증진시키는데 기

여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에서 제공하는 사회복
지행정교육이 변하는 기 환경의 변화와 기 의 요구

를 제 로 수용하여 왔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토
로 행 사회복지행정교육의 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해 2장에서는 서비스 제공환경과 기 리자

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한 사회복지사 직무분석에 한 문헌연구를 통해 사회복

지사가 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기 리  

행정업무에 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3

장에서는 사회복지행정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논의

할 것이다. 사회복지행정교육은 효과 인 리능력과 리

더십을 지닌 사회복지 기 리자 양성이라는 목표를 지

향해야 함을 제안할 것이다. 4장에서는 사회복지 기
리자 양성을 해 학부와 문 학원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5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사회복지행정교육 강화의 필요성

을 문직 간의 경쟁이라는 시각에서 조망하고 향후 연

구과제를 제안할 것이다.

2. 사회복지 행정교육 강화의 필요성  

2.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환경의 변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의 변화는 사회복지

행정교육의 필요성을 증 시켜왔다. 김 종[14]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복지행정학의 발달궤 을 탐색하고, 변화
하는 복지환경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는 행정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 다. 성과 리, 서비스 평가의 강화 등 
서비스의 효과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며, 사회복
지기 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효과

으로 응할 수 있는 략과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

장이다.
1990년  이후 사회복지기 의 행정환경 변화를 가져 

온 몇 가지 요한 계기가 있었다. 그  하나는 1997년 
시설평가제도의 도입이다[14]. 시설평가에 비하여 각
종 사회복지시설/기 의 리능력과 지식을 보완하려는 

요구가 분출하 다[14,15]. 다른 하나는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다. 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보육  노인 련 서비스에 한 욕구의 증 는 사회복

지 서비스 부문의 격한 팽창을 가져왔다.
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른바 바우처 사업과 

성과 리제도의 도입 등 서비스 공 방식의 변화에 한 

응으로 기 의 리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증

하 다[16]. 과거 보조  지 방식에서는 행 통제

(behavior control) 는 과정통제(process control)가 강조
되었다[17]. 사업수행과 산지출이 법령에 정해진 차
에 맞게 이루어지는지를 검, 리하는 방식에 을 

두었다.
그러나 바우처사업, 성과 리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통 인 과정통제방식의 리기법을 넘어서, 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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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성과 리(performance management) 등 산출통제
(output control)의 필요성과 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14]. 사회복지기 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성

격도 상담서비스 등 서비스를 직  생산, 제공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탁 리자, 계약 리자의 역할도 강조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과 리, 목표 리방식의 도입은 사회복지 기

운 의 책임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

되었는가? 이에 한 평가는 아직 이르지만, 과정통제/
리와 산출통제/ 리를 동시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
고 있다. 를 들어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경우, 여 히 과

정평가에 주된 을 맞추고 있다[18]. 성과를 객 으

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어렵고, 성과 리의 문제

( : 크리  상)에 한 해법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
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까지는 서비스가 제공

되는 과정에 한 리와 통제를 통해 서비스의 반

인 질  향상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단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통합 리망 등 

정보시스템의 도입, 성과 리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된 사회복지서비스가 재집권화

(re-centralization), 표 화(standardization)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사회복지통합 리망의 발달은 차 

과정 리와 성과 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

갈 것이다. 한 서비스 참여자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효
과성을 높이기 한 복지사업에 한 신과 엄 한 평

가에 한 요구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환
경의 변화에 따라 기 , 부서, 원의 성과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한 문  지식과 리더십을 지닌 기 리자

를 양성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2.2 사회복지사 직무분석

사회복지 교육과정의 구성은 실천 장의 요구를 반

해야 한다는 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다면 사회복지사

는 기 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가? 사회복지사의 직
무에 한 최근 조사자료를 심으로 사회복지사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살펴보자. 
한국사회복지사 회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기 실태 

 인식조사를 시행하여 왔다[19,20]. Table 1은 2011년 
2,479명의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로서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업무의 요도를 나타

낸 것이다. 설문조사결과, 1순 로는 행정조직 리

(25.1%), 로그램 운   개발(21.4%), 재가복지사례
리(17.0%)의 순으로 요도를 평가하 다. 2순 의 경우

에도, 로그램 운   개발(20.5%), 행정조직 리

(14.3%), 재가복지사례 리(11.3%), 개별/집단가족상담
(11.2%)의 순으로 나타났다[19].

 Table 1. Perceptions on Importance of Tasks

Task
1st priority 2nd priority

freq. % freq. %

Counceling for 
individuals, groups, &  
families

331 13.4 276 11.2

Case Management for 
in-house clients 419 17 279 11.3

Social Education for 
Community Residents 67 2.7 100 4.1

Community Civic 
Movement 62 2.5 80 3.2

Program Management & 
Development 529 21.4 506 20.5

Administration & 
Management 618 25.1 354 14.3

Management for 
Volunteers 61 2.5 176 7.1

Fundraising 102 4.1 261 10.6

Education & Research 110 4.5 185 7.5

Public Relationship 41 1.7 111 4.5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23 0.9 88 3.6

Others 104 4.2 52 2.1

Total 2,467 100 2,468 100

  

Source: Korean Association for Social Workers[19], p.60.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에서 2,30 가 약 63%를 차
지하는 등 주로 실무자와 간 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은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 다는 을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간 리자 이하 사회복

지사의 경우에도 행정조직 리가 요하다는 을 보여

다. 동일한 설문항목을 2012년에도 조사하 는데, 그 
결과도 체로 유사하 다[20].
설문조사에서는 업무의 요도와 별도로 업무의 비

도 조사하 다[19].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를 행정업무, 
로그램 운   개발 등 7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각각
의 업무가 차지하는 비 을 조사하 다. Table 2는 사회
복지사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비 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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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
uency

Impor-
tance

D iff i -
culty

Job Task mean mean mean

Intake Identifying Reasons 
for Client Visits 3.05  4.23 2.51 

Assessment
Collecting Client 
Information 2.94 4.28 2.73 

Setting Client Goals 2.97 4.27 2.91 

Direct 
Services

Providing 
Information 2.97 3.79 2.34 

Provision of 
Services 3.25 3.81 2.15 

Conducting 
Programs 2.83 3.90 2.73 

Monitoring Monitoring 2.63 3.89 2.99 

Evaluation & 
Closing

Identifying Goal 
Attainment 2.32 3.85 2.86 

Closing Cases 2.22 3.91 2.98 
Referring Cases 2.31 3.99 2.91 

Management Follow-up Closed 2.67 3.94 2.61 

Table 2. Proportions of Tasks for Social Workers 
(n=2,479)

Task %

Administration & Management 40.1 

Program Management & Development 21.8 

Service Provision 24.3 

Management for Volunteers / Fundraising 12.9 

Community Relatinships with Residents 7.2 

Education / Research 11.2 

Others 8.0 
  

Source: Korean Association for Social Workers[19], p.60.

조사결과, 행정업무의 비 이 40.1%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제공(24.3%), 로그램 운  

 개발(21.8%)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들이 실제
로 담당하는 업무 에서 행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이유 의 하나는 상담활동을 수행하는 
실무자가 사례 리 기록을 정리/ 리하는 단순 업무를 
행정업무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반 으로 실천활동에 비해 행정활동의 비

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행정업무라고 통칭하

는 업무의 성격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단순한 서류작성업무가 부분이라면, 이는 행정사
무업무의 간소화를 통해 서비스 제공과 로그램 개발 

 운 이라는 사회복지 실무자 본연의 업무에 집 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상 으로 

행정업무가 많은 이유는 사례 리 등 실천기법의 도입으

로 인해, 서비스 상자에 한 정확한 기록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한 사회복지기  평가가 정착되면서 평가에 

비한 각종 행정업무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행정업무를 구성하는 구체 인 업무가 무엇인지를 

악하기 하여 사회복지 직무분석에 한 연구를 참고하

다[22,23]. 원미순, 서동명[23]은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하는지를 악하기 하여 사회복지사 177명을 상으
로 직무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교육에 
한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사회복지사가 어떤 과업을 
빈번하게 수행하며, 어떤 과업을 요하게 생각하고, 수
행하기에 어려운 과업은 무엇이라고 인식하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23]. 
Table 3은 사회복지기  종사자의 과업수행 빈도, 

요도, 난이도에 한 사회복지기  종사자의 인식을 나

타낸 것이다[23]. 먼 , 과업수행 빈도 측면에서 ‘통계  
보고서 작성’, ‘보고  행정처리’, ‘서비스 내용기록’ 등
의 과업을 수행하는 빈도가 ‘서비스 제공’ 활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사회복지기 의 리자/실무
자로서 각종 보고  행정처리 활동은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토 를 이룬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보고서 작성  문  조직 리 업무에 한 

체계 인 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업무의 요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앞서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19,20]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다. 

‘ 수, 사정’ 등 사회복지 실천지식이 필요한 역 뿐만 
아니라, ‘모   후원  리’ 등 지역사회조직, ‘사업계
획마련, 직원고충처리, 산편성  재정 리’ 등 기획, 
인사, 재정 리 등의 역을 요한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천기술과 지역사회조직, 인사, 기획능력 등 행정
리능력이 모두 효과 인 업무수행을 한 요한 과업

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사들은 ‘실습생 지도’, 

‘업무지침 마련’, ‘직원교육’ 등의 인 자원 리업무를 

난이도가 높은 과업으로 꼽고 있다. 난이도가 높은 역
은 주로 행정 리 역으로 간 리자 이상의 직 를 

가진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속한다. 이는 응답자의 행정
리와 련된 지식과 경험이 상 으로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Table 3. Perceptions on Performing Frequency, Importnace, 
and Difficulty for Jobs and Tasks 

(n=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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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losed 
Cases Cases

Indirect 
Services

Advocacy 3.16 4.15 2.71 
Fundraising / Fund 
Management 2.82 4.04 2.63 

Managing 
Volunteers 2.98 4.01 2.66 

Organizing 
Community 
Networks

2.67 4.01 2.82 

Staff 
Development

Professional 
Development 2.82 3.98 2.73 

Self Development 3.34 4.14 2.51 

Job Formation 
& 
Maintenance

Job Maintenance 3.08 3.76 2.53 
Community 
Relationshp 
Management

2.58 3.75 2.77 

Personnel 
Management

Staff Education 2.43 3.98 3.11 
Performance 
Evaluation 2.32 4.00 3.07 

Ombudsman 
Activities 2.71 4.20 3.03

Supervising 
Students in Field 
Practice

2.39 4.09 3.12 

Planning & 
Financial 
Management

Provision of 
Guidance for Tasks 2.33 4.12 3.12 

Planning 2.72 4.28 2.95 
Budgeting & 
Financial 
Management

2.63 4.12 2.80 

Facility 
Management

Facility 
Management 2.96 3.85 2.46 

Equipment 
Management 3.12 3.69 2.25 

Documents 
Management

Writing Reports / 
Statistics 3.82 3.84 2.36 

Reporting 3.49 3.89 2.59 
Documenting 
Service Provision 3.40 4.13 2.56 

Source: M. S. Won & D. M. Suh[23]. 수행빈도는 5 (1:  수행하지 

않음 ~ 5: 하루에 1-2회), 요도는 5 (1:  요하지 않음 ~ 
5: 매우 요), 난이도는 4 (1: 매우 쉽다 ~ 4: 매우 어렵다) 척도
로 측정하 음[23]. 강조된 항목은 수행빈도 3 (1~2회/월)이상, 
요도 4 (약간 요)이상, 난이도 3 (어려움)이상인 항목을 나
타냄.

원미순, 서동명[23]은 각종 직무내용을 학부과정에서 
얼마나 교육하는지도 조사하 다. 40명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담, 실천과 련된 직무
를 가르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0]. 반
면, 모 /후원  리 등 지역사회 실천서비스, 인력 리, 
산편성  재정 리 등 기 운 과 련된 직무는 교

육하지 않는 비율이 반 이상에 달했다[40]. 이 조사는 
한 학의 교수진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등
으로 표 화된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학의 경우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

진다.

2.3 실무자의 역할 vs. 관리자의 역할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사회복지기

의 조직 , 제도  향력 하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
천 장인 기 의 운 과 특성에 한 정확한 이해를 통

하여 효과 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일선실무자로서 기경력을 쌓은 후, 리자로 승진하고, 
리자로서 부분의 경력을 쌓아 나갈 것이다. 따라서 
리자로서 사회복지기 의 운 에 한 지식과 기술이 

필수 이다.
실무자에서 리자로 변화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일

종의 정체성과 역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24]. 리자
의 역할과 련된 지식과 능력은 실무자에게 요구하는 

능력과 차이를 보인다. 리자는 실무 인 업무를 직  

수행하기 보다는 소속 과 원의 성과를 리하고, 
원 개인의 동기부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
서 리능력과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필수 이다.
사회복지행정교육은 이러한 리자로서의 역할과 정

체성을 효과 으로 체득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실무자와는 달리 리자로서 사회복지사는 새로운 
문제상황과 도 과업에 직면한다. 를 들면, 리자로서
의 권한을 행사하고, 상이한 이해 계를 조정하고, 부서
의 성과를 책임지는 등 복합 인 리자의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24]. 그러나 기존의 사회복지행정교육은 리
자로의 역할 변화에 따른 스트 스 응기법의 개발에 

을 맞추기 보다는  리자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의 학습에 주된 심을 기울여 왔다[24].
리자로 승진한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리직 역할에 

합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 한 부하직원보다는 클
라이언트와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24]. 리자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선호하지만, 기  조직도의 일

부로서 주어진 권한을 효과 으로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체성과 역할혼란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리자로서 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리자로서의 역할 정체성에 한 
훈련이 필요하다[24]. 리자 리더십 훈련 등을 통하여 

신임 리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에 해 성찰하고, 
리자로서 역할수행을 좀더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리자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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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행정교육의 목표

서비스 제공환경의 변화,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업무
의 상당한 비 이 행정/ 리업무라는 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 행정교육을 좀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
교육의 강화 등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에 사회복지 행

정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회
복지 행정교육의 목표는 실천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능

에 한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 리

자로서 기 의 목표달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
술을 단련해 나가는 것인가? 재 즉각 인 실무  필요

성과 요구를 넘어서, 학의 교과과정, 보수교육 등 문
인 교육과정에서 행정교육이 어떠한 목표를 가져야 하

는지를 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행정교육은 실천가에 한 지원활동을 넘어

서, 기 리자로서 기 리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

을 목표로 해야 한다[13]. 행 사회복지행정교육은 기
리자 양성이라기 보다는, 실천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행정지식과 기 인 리기술의 이해에 을 

두고 있다[25]. 다음은 한국사회복지교육 의회에서 발

간한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 에서 사회복지행정론 교

과목 개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26]. 
본 과목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과 발달에 한 

이해를 기 로 하여, 효과 이고 효율 인 조직 구조와 

서비스 리를 해 필요한 이론과 지식  기술을 습득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사회복지조직의 
환경과 구조  조직문화와 련된 요한 이론과 지식

들을 습득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달체계의 원칙과 실
태를 고찰해 본다. 아울러 사회복지조직의 리운 에 

필요한 기획과 의사결정, 인 자원 리, 서비스 질 리, 
재정 리, 홍보  마 에 한 이론과 기술을 학습하

고 활용해 본다. 한 로그램의 설계와 평가방법에 
한 지식과 기법을 습득하여 사회복지 장에서 실제로 응

용해 보도록 한다[26]. 
사회복지교과목 지침서에서 보듯이, 사회복지행정론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매우 포 이다. 교과목 지침
서에는 교육목표와 핵심 인 교육내용이 기 리 역

별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교과목 지
침서의 성격상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한 다양한 언

은 있지만, 행정론 과목을 통하여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에 한 언 은 부족하다. 이는 교과목 지침서 구성체계

의 한계일 수 있다. 
향후 교과목 지침서의 개정에서는 이러한 포 인 

교육목표 는 학습내용에 앞서 사회복지행정론 교과목

을 통하여 최종 으로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를 들어, ‘사회복지기  경

자 는 기 리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처
럼 구체 인 목표 상자를 설정하고 사회복지행정론 교

육을 통해 사회복지  에토스를 지닌 기 리자를 양성

할 수 있는 교육방향과 교육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행정교육의 목표는 사회복지 기 리자 양

성이라는 높은 수 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13]. 사회복
지사가 실무진으로 일하는 기간은 생애 체경력에서 

1/3~1/5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 이후의 경력은 주로 
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행 사회복지학 교
과과정은 실무 문가로서 실천/상담을 수행하는 업무에 
을 맞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 리자로서

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식은 매우 은 비 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교과과정 편성의 제약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행정론보다
는 사회복지 기 리론, 는 사회복지 기 경 론이라

는 명칭이 더 합하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 기 리자

라는 주체를 먼  설정하고, 주도 인 에서 조직의 

효과 인 운 과 외부환경 리에 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 기 운 의 문성을 증진시키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복지 행정가와 연구자들은 사회복지행정이

라는 개념을 정책의 수단으로 악하여 왔다[15]. 한 사
회의 사회복지 이념이 있으며, 이러한 이념을 구 하는 

정책과 제도가 있고, 사회복지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하
수단이라는 인식이다[14]. 이러한 사회복지행정에 
한 은 사회복지기 을 앙/지방정부기 에서 입안

된 정책을 실천하는 수단이라는 이른바 달체계의 일부

로 인식하는 시각이다[27]. 이러한 에서는 사회복지

기 을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집행하는 하  집행부서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복지행정론은 정부 심의 서비스 달체계에서 

사회복지과업을 달성하기 한 행정  리에 한 지

식의 체계를 의미한다[15]. 이러한 시각은 사회복지기
의 운 을 국가의 사회복지 시스템의 하 부문으로 인식

하는 폭넓은 에서 바라본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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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행정당국자 심의 이며, 사회복지 기
종사자  리자의 은 아니다. 한 기 운 의 

주체로서 사회복지 문직의 주도 이고 창의 인 활동

을 온 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을 안고 있다. 다양
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에서 하달되어 손쉽게 달되는 

성격의 서비스가 더 이상 아니다. 사회복지기  종사자

들의 고심어린 노력이 깃든, 오랜 시간 축 된 문  지

식과 경험의 결과물로써 생산된 것이다.
재는 사회복지기 이 심이 되어 사회복지 서비스

를 생산, 제공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기 의 운

을 비 문 인 업무로 인식하고, 기존의 시설 리론의 

수 이 매우 낮은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14]. 따
라서 사회복지기  운 의 문성을 확보하는 학문 , 
실무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달
체계에 한 이해는 기 리자의 시각에서 사회복지기

을 둘러싼 다양한 조직환경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충분

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다.

4. 사회복지 행정교육의 발전방향

사회복지 행정교육의 발 을 해서는 기 리자로

서 조직환경과 조직내부 운 에 한 폭넓은 안목을 기

르고, 기 리의 다양한 역에 한 문성을 증진시

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 홍보/마 , 
인사, 재무 리 등 기 리의 여러 역에 한 탐구와 

교육이 토 가 되어야 외부환경 변화에 한 효과 인 

응 략과 실행계획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
한 시각에서 사회복지 행정교육의 과제는 다양한 수 에

서 제기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학부교육과 학원교육 
등의 교육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짚어 본다.

4.1 학부 교육과정

학부교육 기간에는 지식의 기 를 튼실하게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부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의 습득과 사고훈련을 통하여 문제에 한 

깊이있는 이해와 분석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결국 직업활동의 토 가 

된다.
사회복지 행정교육의 문성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먼  세분화된 교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선 사회복
지사  향후 사회복지기  리자로서 효과 인 기

리에 필요한 체계 인 리/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행정과 
련된 교과목은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
복지법제론, 로그램 개발  평가 등의 과목이다. 이러
한 교과목은 사회복지 기 운 과 련된 정책과 제도에 

한 이해, 사업운 에 필요한 로그램 기획  리능

력을 배양하는데 필수 인 과목이다.
이에 덧붙여 문 인 기 리 능력을 배양하기 

한 조직 리의 세부 인 역에 한 교과목 개발이 요

청된다[16]. 인 자원 리(조직행동, 동기부여, 리더십, 
채용  보상, 직원교육 등), 재무 리( 산편성  회계 
등), 서비스 상자 리(홍보  마 , 모 활동 등) 
등 기 리의 다양한 역별 지식과 기술을 깊이있게 

익힐 수 있는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25]. 
사회복지행정론과 같은 필수과목과 별도로 ‘사회복지

기  리연습’ 는 ‘사회복지경 실무’ 등의 실무 연습 
심의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23]. 행 

사회복지행정론 교과목은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필수과

목이기 때문에 교수들은 이론 심의 충실한 교육에 

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학부생들이 연습과목을 통해 
이론을 실무에 용하고, 실제 기 에서 요청하는 주도

인 문제해결능력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연습과목의 목표를 제 로 달성하기 하여 소집단 

토론, 수강생 개인별 학습상담, 기 사례연구, 리자 역
할 체험학습, 로젝트 수행  발표 등의 활동을 강도

높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28,29]. 이론을 실의 사
례에 용하는 토론수업을 효과 으로 진행하기 해서

는 경 학 석사(MBA) 교육과정처럼 사례연구를 축 할 

필요가 있다. 복지기 의 안, 문제해결 방식 등 기 운

사례에 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교육에 활
용하는 것이다[13]. 연습과목 등의 강의에 활용할 사례연
구집 는 워크북 형태의 교재를 제작할 필요도 있다. 
한 공학계열 교육에서 많이 활용하는 캡스톤 디자인 교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 에서 의뢰한 기

리 안을 로젝트를 통해 진행하고 성과를 발

표, 토론함으로써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기 운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

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 실습교육을 강

화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실천론에 기반하여 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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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담, 사례 리와 같은 실습 뿐만 아니라, 기 운  

 리와 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실습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30].
사회복지사의 직무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습기

의 입장에서 실습생 지도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실정이

다[23]. 사회복지 행정교육과 련하여, 직원들이 여력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했던 조사활동( : 서비스 상자 욕
구조사), 로그램 공모를 한 기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등 일회성 사업이지만, 집 하여 수행하지 못했던 

사업에 실습학생이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기 의 기획 로젝트, 공모활동 등 연구 로젝

트, 사업/ 로그램 매뉴얼 제작사업 등에 실습학생의 참
여를 유도할 수 있다. 매뉴얼 작업의 경우, 실무진의 경
험이 요하지만, 일상 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바빠서 

체계 인 매뉴얼 작성은 쉽지 않은 실이다. 실습생들
이 매뉴얼 제작을 한 기 자료 조사, 업무과정 정리, 
다른 기 의 업무처리 벤치마킹 등의 작업을 수행함으로

써 취업후 행정업무에 한 사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 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습교

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2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행 일반 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의 경우, 학 논

문 작성 등 연구 심의 교과과정을 운 하고 있다. 따라
서 실무 심의 리자 교육은 일반 학원보다는 문/
특수 학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하다고 여겨진다. 
사회복지 학원 등 문/특수 학원에서는 사회복지행

정 는 기 운  공을 개설하여 운 하는 것이 필요

하다[15]. 문 학원에 진학하는 지원자의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 일부 지원자는 아동/청소년, 가족, 노인 등을 
상으로 문상담가로 활동하기 한 문지식을 갖추

는데 심을 갖고 있다. 다른 이유 의 하나는 실무지식
과 경험을 넘어서 실무에서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이론  자원에 한 갈증 때문이다.
지원자들은 다양한 장경험으로부터 새로운 통찰력

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학원 과정에서 충족시키고자 

한다. 많은 지원자들은 새로운 과 이론을 학원 과

정을 통해 체득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원자의 
심사에 맞게, 상담업무 등 사회복지실천 역의 문트
랙 뿐만 아니라, 리운 의 문성을 습득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자 직 를 갖고 있는 

지원자를 상으로, 사회복지행정 는 사회복지기 운

을 별도의 공트랙으로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15].
 다른 안은 학부과정과 학원과정, 특히 사회복

지 문 학원 과정의 목표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학부과정은 사회복지사로서 경력개발 기의 실무  상

담가로서 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을 맞춘다. 
한편 문 학원 석사과정은 기 리자 는 경 자로

서 재교육 는 경   리기법에 을 맞추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학부와 학원 과정의 역할분담은 좀
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매우 다양
한 동기를 지닌 지원자가 문 학원에 진학하는 실을 

고려하면 기 운  공을 개설하는 것이 좀더 실 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학 과정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기  경 자/ 리

자를 상으로, 1~2학기 정도의 사회복지 리자 교육과
정 는 리더십 훈련 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28]. 이 교육과정은 기 경   리와 

련된 최신 리기법 는 문 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2~3년 동안 석사학 과정

에 시간을 투자할 여건이 되지 않는 리자를 상으로 

한다. 리자 과정교육은 특정 업무에 심있는 신규 
는 간 리자 직 의 수강생을 상으로 소규모 세미나 

는 스터디 그룹 형태의 교육을 수행하도록 한다.
리자 과정 교육에서는 기획, 홍보, 사업 산편성 등

의 기 리업무에 한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교육이 

필요하다[25]. 리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간 리자 

이상의 리자를 상으로  리더십 훈련 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리더십 훈련 로그램은 인사, 재정 리 

등 각 역별 리기술을 넘어, 기 의 성과, 직원의 동
기부여, 기  비 , 략수립  실행 등 총 인 리더

십 능력개발을 목표로 한다[28]. 간 리자를 상으로 

기 에 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을 개발하는 것이 이 로그램의 목표이다. 
사회복지 기 장의 외부강사 참여를 통해 기 장으로

서의 경험에 한 이해, 정부  지역사회 등 외 계 

 의사결정 기술개발, 기 변화 로젝트 실행  발표 

등을 통해 기 장 등 고 리자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활동을 수행한다[28-30].

4.3 학습조직의 구현

생애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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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직 /직무별로 행정교육을 강화하여 제공할 필
요가 있다. 일부지역의 사회복지사 회에서는 경력년수

와 직 를 기 으로 신입(3년 미만), 경력(3년 이상), 매
니 ( 간 리자/시설장)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보수교육
을 진행하고 있다[31]. 행 연간 8시간 교육이라는 제약
이 있지만, 직 /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상자의 

경력과 직 에 합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31]. 
이에 못지 않게 요한 은 보수교육이나 외부교육

의 성과를 기 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을 구 하는 것이다[32,33]. 사회복지사 교
육의 문제  의 하나는 개인의 교육으로 그치고 만다

는 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직원교
육에 한 기 리자, 참여자의 인식과도 련이 있다. 
직원들의 인 자원을 개발하기 한 교육투자활동이 

기 에 실질 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교육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거나, 각종 연구모임을 
통해 교육내용을 동료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교육투자에 한 효과가 클 것이다[32]. 기  내에 학습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사장
되지 않도록 하며, 지식의 창출, 업무 노하우가 직원 
간에 폭넓게 공유될 수 있는 조직문화와 환경을 가꿔나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32,33].

5. 결론

직업으로서 사회복지사는 조직화된 문직의 특성을 

지닌다[14,24]. 조직내에서 주어진 문  책임을 실천하

는 역할이며, 조직  맥락의 이해와 활용에 한 체계

인 교육이 필수 이다. 한 사회복지사들의 실천기술을 
효과 으로 개발하고, 실천기술이 기 의 조직  자산으

로 축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효과 인 조직 리를 통

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환경의 변화와 

직무분석에 한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행정교육을 강화

할 필요성과 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사회복지사
는 기 에서 실제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직무분

석을 통해서 살펴 본 결과,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하는 업
무 에서 행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19]. 과업수행 빈도에서 통계  보고서 작성, 보고 

 행정처리 등 과업을 수행하는 빈도가 실제 서비스 제

공활동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업무의 요도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은 행정조직 리, 
로그램 운   개발, 재가복지사례 리의 순으로 

요도를 평가하 다[19]. 한 업무의 난이도 측면에서 사
회복지사들은 직원교육, 업무성과 평가, 실습생 지도, 업
무지침 마련 등 인 자원 리  기획업무를 난이도가 

높은 과업으로 꼽고 있다[23].
반 으로 사회복지사들은 실천기술과 지역사회조

직, 인사, 기획능력 등 행정 리능력이 모두 효과 인 업

무수행을 한 요한 과업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러나 문  조직 리 업무에 한 체계 인 교육은 매

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
는 직무의 비 , 요도, 난이도를 고려해서 사회복지행
정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행정교육은 사회
복지실천활동을 지원하는 보완 인 성격이 아닌, 사회복
지 기 리자 양성이라는 구체 인 목표를 지향해야 한

다. 이 연구에서는 실습을 비롯한 학부과정, 문 학원 

교육과정에서 행정교육의 발 방향을 제안하 다.
사회복지 행정교육의 강화를 통한 기 리의 문성

과 조직  역량의 개발은 사회복지 문직의 발 을 

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문직업의 역사는 일종의 
역 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34]. 다양한 문직업은 
경쟁과정에서 고유한 역을 개척하고 경계를 확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개하여 왔다. 새로운 사회문제가 제
기될 때마다 각 문집단은 국민과 정부에 문제해결의 

문성을 주장하면서 해당 문제 역을 자신의 역으로 

흡수하고자 노력하여 왔다[34]. 이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한 이론과 실천방법의 효과성 뿐만 아니라, 직업집단
으로서의 정치  향력, 조직  역량도 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 지역사회조직을 포 한 다양한 행정교육은 

조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론  자원이자 실천 

방법의 토 가 될 것이다.
사회복지기 의 책임성(accountability)에 한 사회  

심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다. 사회복지기   사업

에 해 차 복합 이며 높은 수 의 책임성에 한 요

청이 이루어지고 있다[13]. 국민들은 사회복지기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성 뿐만 아니라, 제공과정의 투
명성, 형평성 등 기존의 평가기 도 충족시킬 것을 엄격

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재
정자원의 많은 부분을 정부 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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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된다. 사업에 한 성과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규정에 
맞게 사업이 수행되었는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책임성에 한 복합 인 요구인 

것이다. 성과 리가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과
정의 형평성과 합성 등의 리기 은 그 로 유지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복합 이고 매우 도 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서도 기 운 의 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들이 일상 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부분 

사회복지기 을 통해 제공된다. 서비스의 만족도와 효과
성 뿐만 아니라, 기 운 의 문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 한 국민들의 정 인 인식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사회복지행정교육을 통한 
기 운  능력의 개발은 다양한 리 역에서 실행능력

과 문성 증진에 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행정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사례연구 교재개발 등 효과 인 교육을 해서는 복지기

 경 에 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학 연구자가 
복지기 과 력하여 복지기  운 에 한 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 산학 력 로젝트의 형태로 기  리

자로부터 어떠한 연구사업이 필요한지,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해 신속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

도록 일상 인 력 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한 학술
회를 기획하는 경우, 기 리자와 실무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워크샵, 라운드테이블을 확 하여 장의 

목소리를 반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사 직무분
석에 한 연구[19-23]를 주로 참고하 다. 사례 리 강

화 등 최근 사회복지기 의 기능과 구조변동에 따른 직

무변화 등을 직무분석을 통해 밝히고, 사회복지 기 운

의 변화를 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기  간 리자  기 장의 에서 

기 리 경험과 인식이 어떠한지, 리자로서 경력개발
과 효과 인 기 운 을 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무

엇인지에 한 면 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6]. 이를 기반으로 학부과정의 교과목  문 학원의 

사회복지 리자 공의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이에 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주로 학 교육과정에서 행정교

육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행정교육 강화를 한 학

교육과정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정 간의 역할분담에 

해서는 깊이있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정에서 기 리 

역량을 증진하기 한 행정교육의 구성과 방법에 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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