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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사례관리 활동목록 개발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Development of Case Management Activities Inventory in Community
Welfare Centers
So-Young Min
Dept. of Social Welfare, Kyongg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실천할 때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할 사례관리활동의 목록을 과학적 방법에
기반하여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헌조사와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여 89개의 예비항목
을 개발하였다. 체계표집방식을 활용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관 127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각 기관에서 현재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 277명을 대상으로 척도의 타당화를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타당도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1요인의 61개 항목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활동목록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사례관리활동목록을 바탕으로 실천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사회복지관,사례관리,사례관리활동목록,척도개발,사례관리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ase management activities inventory and analyze the perception
on case management practice us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in community welfare centers. The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the content analysis from the professional scholar and social workers
produced 89 items of case management activities items. A survey was conducted to 277 case managers in
community welfare centers.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developed the case
management activities inventory comprised of 11 factors and 61 items.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case
management practice in community welfare centers.

Key Words : Community welfare center, Case management, Case management activities inventory, Scale development,
Case management efficacy

1. 서론

행하는 주요 조직으로서[1], 복합적 욕구를 지닌 지역주
민에게 근거리에서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인력과 자원을 가장 많이

부여받고 있다.

보유한 조직은 사회복지관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이 이렇듯 복합적 욕구를 지닌 다양한 지

은 일반주의 사회복지 실천(generalist social work)을 수

역주민에게 개입할 때,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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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사례관리가 강조된다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체계로써 조직, 서비스, 인력,

[2]. 실제로 사회복지관에서는 오랫동안 사례관리를 실천

이용자의 특성에 초점을 두거나[6], 사회복지관에서 사례

해왔다. 1992년에 사회복지관 부설로 재가복지봉사센터

관리가 수행되는 절차에 초점[7]을 두었다. 한편 사회복

가 설치되고 1993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는 과정을 거

지관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례관리 실천기술이 무엇

치면서 사회복지관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되는

인지를 규명하는 연구들[8]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

재가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사례관리가 중요한 실천 전략

서 제시한 사례관리 활동이 과학적인 통계적 검증을 거

으로 제시되어 수행되어 왔다[3]. 현재 진행되는 사회복

치지 않아, 사례관리 실천 기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

지 전달체계의 개편에서는 사회복지관에 기대하는 중요

다.

한 영역으로 사례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복지사업법(2012)의 변화로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자 과학적인 통계적 검증 과정을 거쳐 신뢰도와 타당도

중 하나가 사례관리로 명시되었다. 또한, 제 1차 사회보

가 확보된 사례관리활동목록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장계획(2014.8)에서는 생애주기별 ‘통합적’ 사회서비스가

사례관리 혼돈과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을 감안할

명시되면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목표를 복지

때, 사회복지관에서 실천해야할 사례관리활동이 무엇인

사각지대 문제 해소와 개별 사례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구축으로 제시하였다[4]. 그리고 최근 공포된 「사회보장

이 연구는 사회복지관에서 다양하게 실천되는 사례관

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의 기본

리 활동에 대하여 보다 적합한 표준을 제시하는 데 단초

방향이 민관협력인데,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민간의 역할

가 될 것이다. 나아가 사회복지관이 사례관리 전문성을

이 복지혜택 서비스의 맞춤형 제공 기능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 것인지, 그리

즉, 민간의 사회복지관에게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을

고 사례관리 훈련이나 교육 제공 시 어떠한 사례관리 실

위한 파트너로 동참하여, 복합적 욕구에 신속하고 유연

천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한 맞춤형 서비스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때 사

기초적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례관리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복합적 욕구에 통합적
으로 접근하는 효율적 실천 방법이므로, 현 전달체계의
변화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적 도구가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한

2. 연구방법

파트너로 인정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의 전문

2.1 사례관리활동목록의 예비문항 개발

적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과정 및 과정별 기능을

그러나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전문성이 낮다는 비판

정의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광범위하게 고찰하

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사례관리실천에 대한 합의

였다. 국내문헌은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사례관리 업무나

된 기준의 부족, 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구체적 지침 미흡,

활용과 관련된 학술지나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

사례관리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개념 및 인식 부족 등

다. 외국문헌은 사례관리에 관한 자료가 가장 많이 나타

[5,6]으로 인하여 기관이나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날 것으로 추정되는 Social Work Abstracts, Psyc INFO,

수준과 방법으로 사례관리가 실천되고 있다는 것이다.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등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더구나 표준지침이 부재하여 교육 내용의 편차가 심하고

‘사례관리(case management)'에 관한 복지 영역의 최근

교육 과정도 일관성이 떨어지면서, 실천현장에서 사례관

자료를 탐색하여, 사례관리 관련척도나 지표를 제시한

리에 대한 혼돈이 크다는 것이다.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어떻게 수행해

둘째, 국내외 사례관리 과정별 활동과 관련된 척도 중

야할까?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가 구체

공통적으로 주장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총 89개의 예비목

적으로 어떻게 수행되고 있으며, 무엇이 어려운가에 대

록을 구성하였다. 사례관리 과정을 인테이크, 사정, 계획,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례관리가

수행, 점검, 평가, 종결, 사후관리라는 8개 단계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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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인테이크 단계는 초기상담 및 관계형성과 관련된 6

2.3 자료분석방법

개 목록으로 구성하였다. 사정 단계는 주요 어려움과 욕

모든 분석은 SPSS WINDOW 21 version을 활용하였

구파악, 자료수집, 사례관리 확정과 계약과 관련된 18개

다. 첫째, 평균과 표준편차의 극단적 점수 유무를 확인한

목록으로, 계획 단계는 서비스 계획수립, 서비스기관 사

뒤, 문항과 척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기초문항

정, 서비스 제공 동의와 관련된 14개 목록으로, 수행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축요인추출방법(principal

는 직접 서비스 제공, 자원연계, 서비스 기관 조정, 자원

axis factoring method)- 사각회전(Oblimin) 방법을 이용

발굴 및 동원과 관련된 21개 목록으로 구성하였다. 점검

한 탐색적 요인분석[10]을 실시하여 척도의 요인 구조를

은 클라이언트와 서비스기관 모니터링과 관련된 14개 목

분석하였다. 셋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고, 측정

록을, 평가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평가, 사례관리 유지

의 표준오차의 범위를 살펴서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넷

결정과 관련된 6개 목록을 구성하였다. 종결은 종결의 준

째,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이는 기

비와 타 기관의뢰 등과 관련된 5개 목록을, 사후관리는

준타당도 중 동시타당도를 통하여 최종 목록의 타당도를

사후관리의 계획과 수행에 관련된 5개 목록을 선정하였

평가하였다[9]. 동시타당도는 평가 대상의 척도와 이것과

다.

관련 있다고 믿어지는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예비목록의 내용타당도를 평가받았다. 15년 이

[9]. 이 연구에서는 사례관리 효능감 변수와 상관관계를

상 사례관리 실천과 수퍼비전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과

통하여 ‘사례관리활동목록’의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자기

전공 교수 2명, 사회복지관 관장 1인, 10년 이상의 실무경

효능감이란 자신이 얼마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

력이 있는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자 7명에게 예비목록의

에 대한 지각인데[11], 자기효능감과 업무수행사이에 유

구성과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 받았다. 실천 현장에서 수

의미한 관계가 있다[12]. 기존 연구[13]에서는 사례관리

행해야하는 사례관리 활동목록인지, 수행한다면 사례관

수행과 자기효능감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다

리 수준을 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를 중심으로 검토

른 선행 연구[14,15]에서도 사례관리 수행에 관한 척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개발시 자기효능감 척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으로 타당도
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관리자의 자기효능감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바 있는 Turner(1997)의 ‘사례

확정된 목록을 4점 리커트척도로(1점: 전혀 수행하지

관리효능감’ 척도를 활용하였다[16]. 이 척도는 총 10문항

않는다, 4점:항상 수행한다)로 구성하여, 사례관리 담당

이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선정 과정은

점수가 높을수록 사례관리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먼저,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사회복지관의 명

이 연구에서 사례관리효능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단을 확보하였다. 둘째, 전체 사회복지관의 규모에서 각

=.855로 나타났다.

광역시·도의 사회복지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추출 단
위 수를 광역시·도별로 정한 뒤, 그 추출 단위에 해당하
는 사회복지관을 선택하는 체계표집 방식[9]을 통하여
연구대상 기관을 선택하였다. 셋째, 선택된 사회복지관에

3. 연구결과

전화와 공문으로 설문조사의 취지와 연구 주제를 설명하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고 설문 참여를 요청하였다. 136개 사회복지관에서 연구

조사대상 중 과반은 여성(67.9%)이었으며, 10명 중 약

참여 의사를 보내주었다. 넷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회

6명 이상이 30세 이하였다<Table1>. 대부분이 4년제 대

복지관에 사례관리자용 설문지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배

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93.2%), 사회복지사 1

포하였다. 최종적으로 127개 사회복지관에서 총 277명의

급을 소지하고 있었다(82.7%). 사회복지영역의 평균 근

사례관리자가 설문에 응답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

무기간이 약 4.3개월이었으며, 5년 이상의 경력자가 가장

되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33.5%). 사례관리업무수행의 평
균 기간은 약 2년 7개월 정도였으며, 5년 이상의 응답자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91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활동목록 개발

비율이 가장 높았다(32.8%). 초임사례관리자가 가장 높

로 2개 이상의 요인에 .32 이상으로 교차 적재된 문항은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48.9%).

제거하였다[18]. 요인 수는 카이저방식인 요인간 상관행
렬의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인 경우와 스크리 검사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Variable
gender

age

Categories

88(32.1)
186(67.9)

모두 .862 ∼ .931이었다. 또한, Bartlett 구형성 검정값은

30 and less

177(64.6)

31~40 year

88(32.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p<.001)하여 요인 분석 모형이

university
master and more
st

total
experience
tenure in
social work

1 social worker
nd

2

social worker

9(3.3)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18(6.8)

위의 과정을 거치면서 총 61개 목록이 추출되었다 사

199(75.1)

정과정이 3요인 모형으로 12개 목록이, 계획과정은 단일

48(18.1)
229(82.7)
46(16.7)

요인 모형으로 12개 목록이, 수행과정이 2요인 모형으로
9개 목록이, 점검과정이 2요인 모형으로 13개 목록이, 평

1(0.4)

가과정이 1요인 모형으로 6개 목록이, 종결과정이 1요인

under 1year

18(6.6)

모형으로 4개 목록이, 사후관리 과정이 1요인 모형으로 5

under 3years

79(29.0)

under 5years

84(30.9)

개 목록이, 고유값 1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면서 각 목록별

5 years and more

91(33.5)

rd

3 social worker

months
under 1year
total
under 3years
experience
tenure of case under 5years
management
5 years and more
(N=242)
months
line worker
job position
(N=248)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7이상이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19] KMO 값의 분포가 본 연구에서는

male

college

social work
licence

N(%)/ mean(SD)

femali

41+year
education

를 병행하여 결정하였다[19].

52.42(36.07)

첫째, 사정 과정 활동목록의 요인분석 결과, 3요인 모

43(16.8)

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2>. 요인1은

65(25.4)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및 환경적 측면의 사정에 관한 것

64(25.0)
84(32.8)
33.68(26.8)
133(48.9)

supervisor

75(27.6)

leader of chief of team

59(21.7)

director

요인적재값이 모두 .50이상이었다.

이었다. 요인2는 사례관리 제공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는
활동이었다. 요인3은 클라이언트의 다각적 정보를 얻기
위하여 주변체계를 사정하는 활동이었다.
<Table 2> Case management activities in assessment

5(1.8)

3.2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

case management
activities

3.2.1 기초문항 분석

개별 사례관리 활동목록의 평균이 2.72에서 3.75까지,
표준편차가 .46에서 .92로 극단적인 점수가 발견되지 않
았다. 다음으로 문항-척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례
관리 과정별 상관계수와 전체척도-문항간 상관계수가
기준값(.40)이하[17]인 문항이 인테이크 과정에서 1개가
발견되어 제외하였다. 그 외 목록들은 동질적인 문항들
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3.2.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이 .40이하인 문항과 요인적재값이 .50이상인
문항을 척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인별

7.assess the client's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nditions
8.assess the client's
activities functioning
of daily life
11.assess the client's
economic conditions
12.assess the client's
housing conditions
9.assess the client's
cognitive functioning
10.assess the client's
phycosocial
functioning and
cultur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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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factor2
factor3
mean
factor1
consent of assessment
(SD)
client's
case
of client's
assessment manageme important
nt services outsiders
3.58
(6.21)

.856

-.057

.101

3.58
(.603)

.836

-.011

.050

.820

.101

-.185

.815

.122

-.259

.811

-.058

.182

.774

-.001

.160

3.75
(.487)
3.75
(.496)
3.51
(.641)
3.46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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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receive the client's
3.35
agreement of case
(.774)
management services
21.inform the
conditions of the case
3.11
management services
(.890)
contract and
cancellation
24.made the written
3.16
agreement form of
(.902)
the case management
23.receive the
consent of the case
3.38
management services
(.798)
from parents or
guardian, if needed.
19.contact the
client's important
persons of family,
2.90
relatives, friends,
(.796)
neighbors and
identify the client's
information.
20.contact the
client's service
2.95
providers and and
(.764)
identify the client's
information
eigen value
% of variance explained

.020

-.030

.877

-.003

.841

.105

-.089

.863

.014

.164

.730

.011

35.respecting the client’s self-determination for
service use
29.including the formal service agenciesin service
plans
36.identifying if case management agencies are
capable of providing the services planned
26.stating measurable and achievable service
goals
eigen value
% of variance explained

3.40
(.693)
3.35
(.725)
3.38
(.668)
3.17
(.747)

.704
.701
.685
.678
6.33
52.76

셋째, 수행 과정은 2요인 모형으로 나타났다<Table
4>. 요인 1은 클라이언트를 지역사회 자원에 연결하며
옹호하는 활동과 관련이 있었다. 요인 2는 지역사회자원
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활동과 관련이 있었다.
.032

.110

.843

<Table 4> Case management activities in implementation

case management activities
.050

5.45
45.39

.095

.826

2.21
18.39

1.08
9.0

둘째, 계획 과정은 1요인 모형으로 나타났다<Table
3>. 서비스 계획의 목표 및 지원될 서비스 설정과 관련되
어 있었다.
<Table 3> Case management activities in service plan
case management activities

mean
(SD)

mean
(SD)

34. planning the goals to incraese the potentials
3.01
and resource-obtaining capabilities of the client
(.806)
and families
3.10
33. planning the goals with clients and families
(.832)
31. making the plan to indicate the specific task
3.09
of client, case manager, informal and formal
(.765)
support providers
37.explaining the service requirement and expected 3.23
outcomes of services which the client is referred to
(.770)
27.clarifying specifically the amount and the 3.02
duration for each services
(.827)
28. including the informal support resources 3.26
(family, relatives, friends) in service plans
(.730)
30.identifying the other agencies with services 3.36
(.676)
suitable for the clients needs
32. making the individualized service plans for 3.48
clients needs
(.646)

factor
1
.794
.756
.752

47.identifying the forms and
others required from the referred
service agencies
49.visiting the services agencies
with clients of having disabilities
in transportations, lack of the
cognitive abilities, under 18.
48.providing the information of
services available in community
50.introducing clients to service
agency workers
46.linking clients and families to
services and resources available
55.advocating clients to obtain or
correct a service
58.updating the services and
resources inventory
57.making the services and
resources inventory
59.developing new services
eigen value
% of variance explained

요인
finding and
managing
services

linking and
advocating

3.38
(.680)

.868

-.141

3.40
(.689)

.821

.010

.843

-.080

.712

.096

.679

.146

.645

.173

-.107

.935

.116

.808

.105

.772

4.61
51.20

1.32
14.70

3.41
(.618)
3.22
(.739)
3.31
(.635)
3.32
(.628)
2.72
(.835)
2.98
(.884)
2.91
(.824)

.738

넷째, 점검 과정은 2요인 모형으로 나타났다<Table
.735

5>. 요인 1은 클라이언트와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

.733

용이나 변화 상황에 대하여 점검하는 활동과 관련이 있

.717

었다. 요인 2는 클라이언트를 의뢰한 서비스 기관을 대상
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과 관련이 있었다.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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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ase management activities in monitoring

case management activities
62.monitoring services necessary
to be added or terminated
63.identifying service gaps or
duplications
68.making the reassessment when
client’s needs or situations are changed
64.monitoring clients by visiting
homes or meeting in the community
65.monitoring the client by calling
61.monitoring the adequacy of
amounts and quality of services,
client’s satisfaction.
60.monitoring whether client’s
situation has been improved
69.making changes in service plan
whenever needs of client and
family has been changed
67.monitoring the barriers of
service use
71.contacting the service agencies
regularly
72.monitoring the cooperation of
service agencies
70.changing the service providers
when necessary
73.mediating conflicts between providers
or between client and providers
eigen value
% of variance explained

요인
mean monitoring monitoring
(SD) client and
service
family
providers
3.27
.833
-.037
(.662)
3.23
.818
-.012
(.691)
3.28
.779
.049
(.708)
3.21
.850
-.128
(.741)
3.42
.774
-.042
(.637)
3.21
(.665)

.742

.028

3.28
(.642)

.695

.160

3.23
(.707)

.662

.191

.567

.289

-.016

.874

.152

.741

-.081

.856

.156

.699

7.23
55.65

1.14
8.73

3.04
(.734)
2.99
(.783)
2.95
(.765)
3.06
(.781)
3.05
(.758)

다섯째, 평가 과정은 1요인 모형으로 나타났다<Table
6>. 주로 서비스와 클라이언트 변화에 대한 평가, 사례관
리 지속 여부 판단과 관련되어 있었다.
<Table 6> Case management activities in evaluation
case management activities
77.evaluating the adequacy of the amount and
quality of services, the provision process
76.evaluating how much the informal supportive
system has been improved
78.evalu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ent and
case manager
75.identifying the client’s achievement toward goal
74.evaluating the service satisfaction of client and family
79.moving the different steps of assessment,
service planning, implementation if necessary
eigen value
% of variance explained

mean
factor 1
(SD)
3.18
.871
(.752)
3.00
.844
(.811)
3.12
.843
(.745)
3.18
.843
(.700)
3.11
.801
(.761)
3.33
.755
(.606)
4.10
68.40

여섯째, 종결 과정은 1요인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7>. 주로 종결에 대해 클라이언트를 준비
시키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었다.
<Table 7> Case management activities in termination
case management activities
81.making agreement on termination timing with
client
82.helping client to be aware of his/her achievement
and ready to termination
83.inform the re-start of case management if client
needs
80.terminating cases no longer needing case
management services
eigen value
% of variance explained

mean
factor1
(SD)
3.21
.863
(.812)
3.07
.847
(.824)
3.38
.782
(.663)
3.44
.772
(.687)
2.67
66.74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과정은 1요인 모형이 적절한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8>. 종결 이후 클라이언트의 변화
가 유지되도록 노력하며, 사후관리 동안 파악해야할 내
용과 관련되어 있었다.
<Table 8> Case management activities in follow-up
mean
(SD)
87.assessing whether positive changes has been 2.93
maintained
(.872)
2.90
88.identifying new problem and needs if any
(.803)
89.encouraging client to maintain the positive 2.94
changes
(.825)
2.79
85.making the follow-up plan
(.918)
3.08
86.establishing the network to contact client
(.817)
eigen value
% of variance explained
case management activities

요인1
.902
.859
.844
.837
.818
3.63
72.68

3.2.3 신뢰도 검증

내적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Table 9>,
Cronbach's alpha 값 모두가 .833∼.973으로 높은 신뢰도
를 보였다. 전체 척도 문항과 각 과정의 표준오차의 범위
는 .027∼.044로 나타났다. 측정의 표준오차 값은 작을수
록 신뢰도가 양호하며, 일반적으로 척도 총점의 5% 이내
를 기준으로 삼는다[20]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활
동 목록의 신뢰도는 모두 양호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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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liability of measurement

이언트 사정’, ‘사례관리제공 동의 획득’, ‘주변체계사정’
과 관련된 3요인 12개 목록이 도출되었다. 계획과정은 단

Categories

Cronbach's ɑ

assessment(12activities)
client's assessment
consent of case management
assessment of client's important
outsiders
service planning(12activities)
implementation(9activities)
linking and advocating
finding and managing services
monitoring(13activities))
monitoring client and family
monitoring service providers
evaluation(6activities)
termination(4activities)
follow-up(5activities)
total 61 activities

.888
.905
.867

SE of
measurement
.028
.029
.043

.792

.043

정은 ‘클라이언트와 가족 점검’, 그리고 ‘서비스제공기관

.918
.875
.870
.825
.932
.921
.852
.906
.833
.905
.973

.033
.031
.031
.044
.032
.033
.039
.037
.037
.044
.027

점검’과 관련된 2요인 13개 목록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일요인인 12개 목록으로 구성되었다. 수행과정은 ‘클라이
언트를 서비스로 연계 및 옹호’, 그리고 ‘지역자원발굴과
관리’와 관련된 2요인 9개 목록으로 구성되었다. 점검과

평가, 종결, 사후관리는 단일요인으로 묶였으며, 평가는 6
개, 종결과정은 4개, 끝으로 사후관리 과정은 5개의 목록
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실천적 함의를 제시해보면,
첫째, 클라이언트의 주체적 참여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관리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주체적 참여를 독려하고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접근성을
옹호하는 활동의 수행도 점수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3.2.4 타당도 검사

따라서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문제해결의 주체자

동시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례관리활동목록과
사례관리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임을 인식하고 신뢰적이고 우호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분석하였다<Table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10>. 분석 결과, 두 척도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지해야할 것이다. 또한,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 시 나타

수준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즉 사례관리활동 수행이

날 수 있는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여 클라이언트가

높을수록 사례관리의 효능감도 높아졌다. 이는 기존 연

서비스 이용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옹

구[15]의 결과와도 일관된 것이었다.

호해야할 것이다.
둘째, 사례관리 수행 시, 사례관리 개입 단위를 클라이

<Table 10> Correlations between case management
activities and case management efficacy
a
efficacy

b

c

d

e

f

g

h

.159** .133* .191** .214*** .172** .183** .126* .186**

***p<.001, **p<.01, *p<.05
+a: assessment, b: implementation, c: monitoring, d: evaluation, e:
termination, f: follow-up, g: total activities

언트에서 더 나아가 가족을 비롯한 주변체계를 포함시켜
야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세부활동 중 다른 활동 목록들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행도 점수를 받은 3점 이하
값의 목록들은 주변체계의 사정, 지역자원발굴과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 그리고 비공식적 지지체
계의 향상정도의 평가 등 주로 클라이언트 개인을 벗어
난 외부 환경과 관련된 실천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클라이언트와 가족 및 주변환경체계에 대해 통합적 관점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사회복지관의 중요한 기능인 사례관리를

으로 개입해야한다는 생태체계적 관점이 사례관리 수행
시 필요함에도 상대적으로 그 실천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태체계적 관점이 사례관리의 실천

실천할 때,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할 활동을 구체적으로

활동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되어야하는지를 지속

목록화하고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검증하는 데 일차적

적인 교육 및 수퍼비전을 통하여 습득해야할 것이다.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사례관리활동은 사정부터 계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고려해야할 한계점과 후속

획, 수행, 점검, 평가, 종결 그리고 사후관리과정을 거치

과제를 제시해보면, 첫째, 사례관리활동목록을 수행 빈도

며 이 과정 속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총 61개의

를 중심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사례관리 실천 현장의

사례관리활동목록이 도출되었다. 먼저 사정과정은 ‘클라

현실을 반영하였을 뿐 실제로 그 사례관리활동목록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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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필요한가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관리자들의 실천 능력을 관리하고 필요한 실천 활동을

들어,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예비문항에 있었던

지도할 때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기관의

인테이크관련 활동이나 수행 과정의 직접서비스 제공 활

관리자 측면에서는 사례관리자의 인적 자원 개발과 관리

동 등은 최종 사례관리활동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례관리자의 수행능력

러나 전문가를 통하여 내용타당도를 확인받았기 때문에,

을 평가하여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현장에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

하여 기관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를 구

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수행

상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교육적

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

측면에서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하다. 실천 현장에서는 사례관리 절차가 순차적으로 일

하는 데 그 방향과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다양한 절차를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에서는 기관 연계나 의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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