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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가 다문화적 배경의 클라이언트와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갖추어

야 하는 문화적 역량의 구성개념을 탐색하고 이에 따른 척도를 개발, 타당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먼저, 척도 개발을 위해 외국의 문화적 역량 관련 척도 분석과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 8명을 대상으

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40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 20명에

게 2회에 걸친 예비조사 및 전문가회의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32개 예비문항을 확정하였다.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개발된 예비문항을 전국의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 194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요

인분석을 통해 문화적 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의 수는 4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다문화적 실천기술’, 요인 2는 ‘문화적 인식 및 민감성’, 요인 3은 ‘다문화 지식’, 요인 4는 ‘문화차이 

극복노력’으로 명명하였고, 이는 관련 선행연구들 및 척도 개발과정에서 밝힌 문화적 역량의 개념화 

논의와 부합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모형적합도가 우수하였고, 유사 개념 척도 간의 수렴

타당도가 적절하게 나타났다. 또한, 4개 요인의 Cronbach’s  alpha값, 반분신뢰도 및 측정의 표준오

차 분석 결과 신뢰도 또한 양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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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0년대 이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와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외국유학

생의 증가로 인해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 2009년 12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

는 1,168,477명이며, 이 가운데 48.4%인 565,898명이 외국인근로자이며, 125,087명이 여성결혼이민자로 

집계되고 있다(법무부, 2010). 이러한 수치는 2008년에 비해 약 0.8% 증가한 것이지만 외국인 유학생

의 증가는 전년도 대비 13%로 나타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법무부, 2010). 이에 따라 국내 사회복지 역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수의 외국인근

로자 및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국내의 사회적․문화적 소수자로써 생활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들

은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이들의 문화에 적절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문

화적 역량이 요구된다.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은 다인종․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서비

스 제공자 또는 기관이 해당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 클라이언트의 의사소통 방식, 

지식, 기술, 임상적 추론, 정서, 가치, 자기 성찰 능력 등을 일관되고 주의 깊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

다(Epsteins and Hunder, 2002). 또한 문화적 역량은 특정 주류사회에서 차별, 억압, 편견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들, 예를 들어, 장애인, 성적 소수자 혹은 국내의 새터민, 조선족 등 고유한 문화를 갖는 

다양한 집단에게 그들의 문화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최명민․이기 ․최현미․

김정진, 2009). 따라서 문화적 역량의 실천대상에 누구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논의

의 대상이자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 논쟁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문화의 주

류를 이루는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및 그 가족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사회복

지 실무자1)들의 문화적 역량으로 그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사회복지 실천가들과 연구자들 간에 여성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실천가 및 기관차원 모두 포함)의 문화적 역량에 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연희, 2007;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문화에 관한 실태조사 및 다문화 정책, 여성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들의 인

1)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로 통칭하고자 하며, 상담 및 옹호활동에 직접
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다문화관련 서비스가 지
역사회종합사회복지관의 아동, 가족복지팀을 비롯하여,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
강가정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제공되고 이에 종사하는 상당수가 사회복지사 1급 
혹은 2급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기관관리자, 상담가, 방문지도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이들을 포
함시켰다. 또한 일부 소규모 기관에서는 업무특성상 기관관리자가 행정업무 이외에 직접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기에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다문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종사자는 포함시키되, 그렇지 않은 일반관리직이나 보조업무(예, 회계업무, 주방, 청소원 등) 

종사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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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등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다문화화의 사회적․역사적․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문화적 역량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최근에 시작되어 문화적 역량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

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내의 교육학 및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논의하는 문화적 역량도 아직 

한국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역량에 대한 개념과 그 요소들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이다. 반면 다문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관련 서비스들(예: 한국어 교육, 상담 등)은 이미 여

러 경로를 통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학 분야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역량(이병준, 2007; 강현석․유제순, 2010 등)과 효능감 등을 연구한 수준이며, 사회복지학에서는 김

연희(2007)와 최원희․최혜지․최연선(2008) 등이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소 및 효능감과의 관계에 관

해 논의하 다. 상담학에서는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 역량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송미경(2008) 등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다문화 상담 방향을 모색하 다. 따라서 다문화 클라이언트를 많이 

접하는 사회복지학에서도 한국적 문화적 역량에 대한 개념정립과 이들 실무자들의 문화적 역량을 개

발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문화적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의 부족 및 다

문화에 대한 교육 결여 등의 문제는 클라이언트와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 간 오해와 편견,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문화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김범수, 

2008). 이는 결과적으로 질적 서비스 제공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적 문화적 역량의 개

념정립과 함께 이들의 문화적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 또한 시의적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다문화적 특성이 강한 미국을 중심으로 문화적 역량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주로 사회복지학, 상담학 및 간호학 등의 대인서비스 분야에서 문화적 역량의 개

념과 구성요소들,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들(예: Sue, Arredondo, Mcdavis, 1992;  Bonecutter and 

Gleeson, 1997; Weaver, 2005 등)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문화적 역량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이미 

중요한 실천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NASW)는 1999년 협회 윤리강령에 문화적 역량을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중 하나로 지

적한 후, 2001년에는 문화적 역량의 핵심요소들이 포함된 지침서를 발표하 다. 이후 사회복지 실천현

장에서의 문화적 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들을 체계화하여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CSWE)에서는 2002년 사회복지 교육과정 지침과 인증기준에 문화적 역량을 포함시

켰다. 또한 미국의 몇몇 주(California, New York, New Jersey)에서 제도적 차원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문화적 역량 강화 훈련을 자격 요건의 하나로 지정하는 등(Lum, 2007), 외국에

서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분야에서 문화적 역량 발달 교육 및 실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

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적 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정립하여 한국형 문화적 역량 척도 개발 및 타

당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외국의 문화적 역량의 개념과 측정도구를 국내에 그대로 도입하는 데

에는 다문화사회가 구성되어 온 역사와 그 사회문화적 특성이 달라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실정 및 다문화 서비스 상황이 반 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다문화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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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역량에 대한 척도 연구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독특성을 고려한 문화적 역량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작업은 매우 의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한국적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 척도의 요인구조는 적절한가? 

연구문제 3.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떠한가?

2. 선행연구 고찰 

1) 문화적 역량의 개념

(1) 문화, 역량, 문화적 역량의 개념적 논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를 위해 여기서는 역량과 문화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역량은 사전적으로 충분성, 적절성(타당성), 능력을 의미하며, 특정 능력을 완벽히 수행하

거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Lum, 2007). Short(1985)는 역량을 정의하는 

관점을 네 가지로 제안하 는데, 이에는 첫째, 행동이나 수행(performance), 둘째, 지식이나 기능의 통

제자, 셋째,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능력(capability), 넷째, 사람의 자질(quality)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

점들을 포괄하여 일반적으로 역량은 직업에서 주어진 직무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거나 기대되는 

준거에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해주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의미한다(Spencer and Spencer, 

1993).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역량을 정의하고 측정하고자 역량을 직무의 성공

적인 수행과 관련된 능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사회복지 및 상담분야의 역량에 관한 정의들을 보면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 2001)의 윤리강령에서는 역량을 사회복지사가 지식과 실천에 적용되는 

기술들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간주하 다. Cross 등(1989)은 역량을 개인 실천

가 혹은 서비스 조직이 서비스 이용자 및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신념, 행동과 욕구 등의 맥락 

안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 다. 

문화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하다. 예를 들어 Gordon(1978)은 문화란 사회 안에서 다양한 집단의 삶

의 방식이며 행동에 대한 인식된 방법이나 규범, 신념, 가치와 기술들로 구성된다고 하 다. 문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집단 안에서 세대에 걸쳐 형성된 생활방식의 총체이며, 제도, 언어, 종교적 

이상, 사고방식, 예술적 표현들과 사회적, 대인간 관계들을 포함한다(Hodge, Struckmann, and Trost, 

1975). 이와 유사하게 Cross 등(1989)은 문화를 언어, 사고, 의사소통기술, 행동, 습관, 신념, 가치, 인

종, 민족, 종교, 사회적 집단과 같은 제도들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인간의 행동양식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화의 차이들을 논할 때 사용되는 개념인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문화가 

포괄하고 있는 범위, 즉 인종 및 민족을 비롯하여 성별, 연령, 종교, 사회계층, 장애, 성적 선호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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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어지는 다름과 그에 따른 문화적 형식이 반 된 사람과 사람들 간의 차이를 말한다

(Kujawa-Holbrook, 2002). 이 문화 다양성은 인종, 성별, 장애 등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다양성과 종교, 

교육수준 등 비가시적인 다양성으로 구분되기도 하며(Joplin and Daus, 1997), 문화적 집단 내에서 잠

재적 행동 차이를 초래하는 세계관이나 주관적 문화의 차이와 다른 문화적 집단과의 정체성 차이로 

구분하여 정의되기도 한다(Larkey, 199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와 역량은 각각 본질적으로 다양한 개념을 내포하며, 문화적 역량

은 해당문화의 총체적 인간 행동양식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이해하고 그 자질을 습득하여 적절히 활

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적 역량이란 Sue(2006, 2008)

가 언급한 정의와 유사하게 총체적 인간 행동양식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대상 집단의 고유한 문화에 

적절하게 반 할 수 있고 대상 집단 이외의 집단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 통합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

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문화적 역량의 개념적 다양성

문화적 역량은 의학, 간호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반 휴먼서

비스 분야를 비롯하여 경 학, 마케팅, 국제관계 등 타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으

로, 다문화사회에서 다민족, 다언어의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

다(Aponte, Rivers and Wohl, 1995). 각 분야마다 논의되는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유

사하나 주요 초점과 범위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정신건강 교육 및 상담 분야에서는 실천가들

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직업능력, 발달과정, 학습과정의 차원에서 문화적 역량을 정의해왔다. 반면 미

국의 교육학계에서는 문화적 역량을 직업적 요구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삶의 맥락 차원으로 확대하여 

성, 문화, 세대, 종교적 다양성 속에서 모든 개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역량으로 다문화적 집단의 사람

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편견 없는 포용성, 관용, 열린 마음, 간문화적 능력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Timmerberg, 2002; 위미나, 2007 재인용). 이는 OECD가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핵심 역량 정의

하기 위해 실시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문화적 역량을 이

질적인 집단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량으로 언급한 것과 유사하다(OECD, 2003). 그리고 유

럽의 문화정책 관련 논의 및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는 문화적 역량 안에 음악, 문학, 드라마 등 예술 

활동과 관련된 예술역량을 포함시킨다(강현석․유제순, 2010).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은 문화적 민감성(cultural sensitivity), 문화적 인식(cultural 

awareness), 문화-특성적 실천(culture-specific practice)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문화적 민

감성은 집단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유사성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화적 인식은 타 문

화집단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태도나 가치와 같은 내적 변화를 경험하고 타

문화집단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김연희, 2007). 문화-특성

적 실천은 주로 조직 차원에서 문화적 유능성 혹은 역량을 설명할 때 사용되며 서비스 제공 기관의 

환경을 다문화 클라이언트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Sue, 2006). 한편 문화적 

역량이라는 용어 대신 다문화/간문화(intercultural) 역량이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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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정체성을 보이는 사람들과 섬세하게 교류하는 능력, 간문화적 행위능력으로 한정하여 문화적 

역량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이병준, 2007).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민감성, 다문화주의, 다문화적 적응에 대한 고려에서 시작되

어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다. Lum(2005)은 문화적 역량을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에서 각 문화에 

내재하는 강점과 자원을 인정하면서 소수 문화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개념이나 결핍모델로부

터 근본적으로 전환함을 의미한다고 하 다. 즉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다른 문화적 관

점을 존중하고 문화적 능력을 가지기 위한 문화적 인식과 민감성을 넘어선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개념

이다(Brach and Fraser, 2000). 문화적 역량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나 기관, 실천가 개인이 다

문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일관된 행동이나 태도, 정책을 의미한다

(Cross, Barzon, Dennis, and Issacs, 1989). 그리고 문화적 역량 발달 모델을 개념화한 Sue(2006, 

2008)는 개인 차원에서 문화적 역량은 다른 문화집단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역량은 어떤 시점에서 성취되는 정체된 목표라기보다는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적절한 개입기술과 전략을 축적해가는 발달 단계적 과정으로 규정된다(Bonecutter 

and Gleeson, 1997). Sue(2001)는 문화적 역량 발달 다차원 모델(Multidimensional model for 

developing cultural competence)을 제시하면서 세 가지 차원에서 문화적 역량이 발달된다고 하 다. 

첫 번째 차원은 집단-특성적 세계관(Group-specific worldviews)으로 민족적·인종적 배경,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적 선호 등의 집단 차이를 보고, 두 번째 차원은 인식, 지식, 기술의 세 가지 구성요소이며, 

세 번째 차원은 치료적 개입의 초점과 관련된 부분이다. Carney와 Kahn(1984)의 상담자 발달모델

(Counselor development model)에서는 문화집단의 지식, 이문화 민감성, 이문화 상담기술의 세 역

에서 다섯 단계로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이 성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Cross 등(1989)은 문화적 역량이 

발달되는 6단계를 모델화하 는데, 1단계인 문화적 파괴에서 문화적 무능력, 문화적 무지, 문화적 선

행역량, 기본적인 문화적 역량을 거쳐 6단계인 고급 문화적 역량으로 발달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문화

적 역량은 서비스 실천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지식, 기술이 발달되는 연속선 상의 한 부분

으로 볼 수 있다(LaFromboise,  Colema, and Gerton, 1993). 

2) 문화적 역량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우리나라에서 문화적 역량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와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화를 배경으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다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정리한 임은미․정성진․김은주

(2009)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외국

인 근로자, 새터민 등의 다문화 인구에 대한 실태조사 고, 다음으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소 감

소하 으나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역량, 문화적 역량, 다

문화적 실천과 관련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6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 다

(임은미 외, 2009). 즉 우리사회 내 다문화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들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지원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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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바탕으로 최근에 들어서야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및 교육 등을 위한 능력 및 태도에 대해 관

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역량 및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교육 분야와 사회복지 및 상담 분야에

서 이루어졌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사들의 문화적 역량 개발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들(예: 윤갑정․김

미정, 2008; 장인실, 2008 등)과 학교교육에서 다문화교육 및 문화적 역량 교육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

는 연구들(예: 이병준, 2007; 강현석․유제순, 2010 등)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연구들(예: 최정순, 2008 등)로 구분된다. 또한 최근에는 교사의 다문화적 효능감(예: 최충옥․

모경환, 2007 등), 다문화 신념(예: 정대현․장지 , 2009)을 외국 척도를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들이 있으며 성 화(2010)는 교사의 다문화 신념 척도 개발을 시도하 다.

사회복지 및 상담 분야에서는 김연희(2007)가 여러 문헌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의 공통적 요소를 다문화적 인식, 지식, 기술의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이 최초이자 대표적 연구이다. 김

연희(2007)는 문헌고찰을 통해 문화적 역량의 필요성 및 개념을 정리하 고 한국사회의 환경적 맥락 

속에서 문화적 역량 모델의 개념화를 시도하 다. 최원희․최혜지․최연선(2008)은 사회복지실천현장

에서 다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을 조사하 는데, 기관 차원에서는 언어적 접근성이, 실

천가들 사이에서는 교육기회의 제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듬해 최혜지․최연선․최원희

(2009)는 개인 차원의 문화적 유능감이 임파워먼트의 모든 하위 역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 문화적 유능감이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과 관련이 높음을 보고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문화적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한 연구는 전

무한 형편이기에 본 연구는 문화적 역량 척도개발에 관한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유아교육 분야

에서 유일하게 다문화 신념 측정도구를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성 화(2010)의 연구가 있는

데, 이 다문화 신념 척도는 문화적 역량의 하위 개념 중 문화적 인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여겨지기에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윤갑정․김미정(2010)은 전문가회의 및 포커

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소를 탐색하 는데, 문화적 역량 

척도 개발까지 연구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상담 분야에서 최연실(2010)은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론적 고찰을 하 고, 궁극적으로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 척도 개발이 필

요함을 언급하 다. 국내 유아교육, 사회복지 및 상담 분야에서 문화적 역량의 개념에 관심을 갖고 연

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 으나, 아직 척도 개발의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다. 

3)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소와 측정

사회복지실천 및 상담 등의 휴먼서비스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문화적 역량의 주요 구성요소로써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으로 적절한 기술을 지적하고 있다(Bitonti, Albers, & Reilly, 1996). 

Sue(2006)는 실천가들은 문화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문화와 실천가 자신의 문화적 차

이 및 언어적 차이를 인식하고, 클라이언트 문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클라이언

트의 출신국가에 대한 배경과 입국요인, 클라이언트의 세계관과 의사소통 양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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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화  역량 구성요소와 구체  내용

요소 구체  내용 

인

식

▪ 실천가 자신의 문화  배경에 한 자기 인식

- 실무자의 문화  배경이 문  실천에 미치는 향 가늠할 수 있는 것

▪ 타 집단 문화의 다양성에 한 인식

하 다. Weaver(2005) 역시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지식, 기술, 그리고 인식으로 구성된다고 하 다. 

문화적 지식은 다양한 문화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다른 문화의 역사, 전통, 가치체계, 세계관, 가족

체계, 예술적 표현 등에 대해 심층적 이해를 갖기 위해 요구되는 인문학적 지식 등을 포함하는 개념

이다. 문화적 기술은 문화적 실천을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참여하

는데 필요한 기술이다. 그리고 문화적 인식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인식하고, 각 

문화권에 속하는 개인들의 가치와 경험을 인식하며, 그러한 인식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적절히 활용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Weaver(2005)의 문화적 역량 정의는 인문학적 지식까지 포괄하고 개인 

차원의 개입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개입 기술을 강조하며 문화적 인식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적용

까지 확대하 다고 볼 수 있다.  

 Lum(2007)은 인식, 지식, 기술의 세 가지 요소 이외에 경험을 통한 학습(inductive learning)이라

는 요소를 추가하 는데, 경험을 통한 학습은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가 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이슈

에 대해서 배우고, 관련 주제에 대해 연구 및 저술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경험을 통한 학습 요소는 

문화적 역량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습득되며(Sue, 2006),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가 기관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가 어느 민족이나 소수집단을 차별할 가능성에 대하여 숙고하고, 유연한 태도와 지속적인 

자기학습을 통해 이러한 차별을 확인하고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Miley 등(1995)의 주장과 일치

한다. 한편, Lum에게 의뢰하여 마련한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 2001)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10

가지 기준에서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개인적 차원에 해당하는 역은 윤리와 가치, 자기인식, 다

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 다양한 문화에 대한 기술, 역량강화와 옹호, 다양한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리더십의 7가지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인식, 지식, 기술의 세 가지 차원에서 윤리와 가치, 역량강화와 

옹호, 리더십 등이 추가적으로 강조된 것이다. 즉 문화적 역량은 개인의 존엄성 및 독특성, 클라이언

트의 자기결정, 자원에의 접근성과 같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복지의 가치가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역량이 사회적 계층과 관련된 함의를 지닌 개념으로 보고 사회복지 

옹호 활동과의 연관성을 강조하 으며, Solomon(1976)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

구를 시작으로 소개된 역량강화 접근이 문화적으로 역량 있는 실천의 주요한 개입방법임을 밝혔다. 

Lum(2007)은 문화적 인식, 지식 습득, 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경험을 통한 학습, 윤리와 가치, 역량강

화와 옹호 등의 요소들이 다문화적 사회복지 실천현장을 구성하는 문화적 역량의 혼합 요인으로 서로 

상호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문화적 역량의 주요 세 가지 차원인 인식, 지식, 기술을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이 

정리한 개념들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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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문화와 타 집단 문화와의 차이, 원조과정에 미치는 향에 민감하기

▪ 겸손, 존경, 개방성, 비심  태도, 사회 정의 등의 가치를 견지하는 것

- 인종 ․민족 ․문화  차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정 념을 피하는 것

- 문화집단 간에 존재하는 권력의 차이, 차별과 편견의 경험에 한 인식

-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인정하는 태도

지

식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그들 문화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기 한 노력의 일환

▪다양한 문화와 문화집단에 한 지식

- 다양한 문화집단이 갖고 있는 역사, 통, 가치체계, 세계 , 가족체계 등

- 다양한 문화집단의 출신국가의 사회‧경제‧정치  상황

- 이주를 발하게 한 상황  이주 과정이나 이주 후의 경험 

- 차별과 경제  빈곤, 억압의 경향, 역동성, 그리고 그 결과

▪역사: 특정 인구 집단의 경험  역사, 입국  이주 련 역사에 한 지식

▪문화: 특정 인구집단의 의사소통 유형, 세계 , 신념 체계, 가치  등에 한 지식

▪ 실 상황: 집단 내 단체  조직, 지역사회 내 정착상황, 지원 법률  제도, 사회 응 상황 

 과정, 정신건강 문제, 가족 상황, 강   약  등에 한 지식 

▪문화에 한 개념 ․이론  틀을 형성하는데 익숙해지는 것

기

술

▪문화 으로 한 개입 기술

- 개입과정에서 문화 으로 한 기술과 략

- 클라이언트의 문화  배경을 서비스 제공과 기획 과정에 포함시키는 능력 혹은 문화  

배경에 맞도록 실천 과정과 기술을 유동 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 다문화와 련된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한 개입기술과 략 축  노력

- 사회변화를 꾀하는데 필요한 기술 습득

- 개인 ․집합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달성하도록 범 한 차원의 개입 실시

- 제도화되어 버린 억압의 원인과 그 향에 항에서 싸울 수 있는 략 제공

▪민감한 의사소통 기술, 문제해결 기술

- 특정 문화집단과 상호작용하고 그들의 문제 해결과정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기술

-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효과 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Weaver(1995), NASW(2001), Sue(2006), 김연희(2007), Lum(2007)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화적 역량의 요
소들을 정리하 음.  

외국에서는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의료, 상담, 심리 분야 등 대인서비스 기관에서 종사자

들의 문화적 역량을 평가하고 교육하고자 문화적 역량 관련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들을 개발해왔다. 

문화적 역량 관련 개념을 측정하는 주요 외국 척도를 개발 분야, 척도의 구성 및 하위요인, 척도개발 

관련 주요 타당도 및 신뢰도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다수의 척도들이 

Sue의 문화적 역량 모델에 기반하여 개발 및 수정되었는데, 이 중 다문화적 상담능력 척도

(Multicultural Counseling Inventory)가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문화적 

상담능력 척도(MCI)를 비롯한 대부분의 척도들이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을 문화적 

역량의 하위 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척도에 따라 상담관계, 문화적 접촉과 욕구, 지역사회 연

계와 아웃리치 등의 요소들이 추가되거나 지식과 인식의 2요인으로만 구성되는 등 척도의 활용 대상

과 역에 따라 척도의 문항 구성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적 상담능력 

척도(MCI)는 문항개발 과정에서 다문화적 상담관계에서 다문화 클라이언트와의 상호관계적 역량 차

원이 추가되었다. 역량의 하위 역들이 위와 같이 구분되나 각각의 역들이 완전히 상호배타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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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고 서로 침투 가능한 이론적 경계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LaFrombose et al. 1991; Ponterotto 

et al., 1994). 그 예로 문화적 인식의 경우 문화적 지식과 기술에 향을 줄 수 있으면서도 인식은 태

도적․감정적 요소를 의미하므로 지식과 기술과는 구분된다. 

고 있는지에 따라, 다문화 사회복지사 실무자 개인 차원의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고자 하 다.

<표 2>  국외의 주요 문화  역량 척도

도 구 개 발 구 조 특 징

MCI

▪Sue의 문화  역량 모델에 

기반

▪1994년 상담 심리학분야에서

의 사용을 해 Sodwosky 

등에 의해 처음 개발됨.

▪40문항

▪4  리커트 척도

▪4개 하 요인

- 다문화  상담 기술

- 다문화  인식

- 다문화  상담 계

- 다문화  상담 지식

▪타당도

-내용/기  타당도 검증

-구인 타당도 알려지지 않음.

▪신뢰도

- 체 Cronbach'α=.90

-요인별 Cronbach'α==.71-.83

-검사-재검사 신뢰도 보고안됨.

CSES

▪Bernal과 Fronman에 의해 

1987년 간호 분야의 사용을 

해 처음 개발됨.

▪1993년 개정

▪26문항

▪5  리커트 척도

▪3개의 하 요인

- 문화  개념의 지식

- 문화  패턴의 지식

- 문화 월  기술

▪내용/구인타당도 검증됨

▪신뢰도

-요인별 Cronbach'α=.80 - .97.

IAPCC

▪Campinha-Bacote의 문화  

역량 모델에 기반하여 개발

됨.

▪1998년 간호,의료,분야의 사

용을 해 처음 개발

▪25문항

▪4  리커트 척도

▪5개 하 요인

- 문화  인식, 지식, 기

술, 만남, 욕구

▪내용/구인타당도 검증

▪신뢰도

-요인별 Cronbach'α=.81 - .86.

MAKSS

▪1991년 Sue의 문화  역량

에 기반하여 D'Andrea가 

개발.

▪상담 심리분야의 사용을 

해 처음 개발됨

▪20문항

▪4  리커트 척도

▪3개 하 요인

- 인식,지식, 기술

▪내용/기 타당도 검증됨

▪신뢰도

- 체 Cronbach' 보고안됨. 

-요인별 Cronbach'α=.75 - .96

MCKAS

▪Sue의 문화  역량 모델에 

기반함.

▪1996년 Ponterotto 등에 

의해 처음 개발됨.

▪32문항

▪7  리커트 척도

▪2개의 하 요인

- 지식, 인식

▪MCI와 수렴타당도 검증/ 다른 

타당도 검증은 보고안됨.

▪신뢰도

-요인별 Cronbach'α=.72 - .92

MCI = Multicultural Counseling Inventory; CSES = Cultural Self-Efficacy Scale; IAPCC=Inventory for 

Assessing the Process of Cultural Competence; MAKSS=Multicultural Awareness-Knowledge-and-Skills 

Survey; MCKAS = Multicultural Counseling Knowledge and Awareness Scale.

자료출처: Ponterotto, Rieger, Barrett, and Sparks, 1994; Kumas-Tan, Began, Loppie, Macleod, Frank, 

2007.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소를 선행연구들과 일관되게 기본적으로 인식, 지식, 기술의 3

가지 차원에서 보았고, 추가적으로 국내 다문화 실천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실

천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러나 학문적 개념화가 필요한 한국의 다문화사회 특성이 반 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자 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다문화사회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반 하여 인종 및 민족적 차이에 초점을 두고 문화적 역량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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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자 하 다. 궁극적으로 본 척도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

은 실무자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민감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춤으로써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실

제적인 삶의 경험의 맥락 안에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라고 정의하 다. 

또한 개별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문화적 역량에 해당하는 활동 및 기능, 지

식, 태도, 능력, 자질 등을 어떻게 인식하

3. 연구 방법

1) 연구 및 척도개발 과정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먼저 앞서 논의한 문화적 역량의 개념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문화적 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국외의 기존 문화적 역량 관련 척도를 번역, 비교, 검토하여(<표 2> 참고) 문항

들의 하위요인을 구성하 으며 유사한 문항들을 분류, 통합하 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

소에 대해 가장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적 지식, 기술, 인식을 기본요소로 설정하고 이와 

더불어 (이중) 언어의 활용, 문화적 차이의 극복을 위한 학습노력 및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

들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전문가들, 사회복지전공 교수, 자문가들의 의견을 반 하여 국내 문화적 역

량의 개념 및 그 하위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하 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의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에 적합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2009년 2월 다

문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근무자 등) 8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 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은 개념적으로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와 보편주의(cultural 

universalism)에 관한 논의가 많았는데, 한국인을 대할 때와 다문화 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의 상담지식이나 기술, 태도에서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논의되었다. 예를 들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가자들은 같은 한국 사람이라 하여도 출신지역이나 그 사람의 성장 배경에 따라 상담기술이 달라지

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도 출신국가 및 그 국가 내의 출신지역, 한국거주 

기간,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접촉에 따라 다양한 기술과 개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 다. 이러한 논의는 

또한 실무자들의 자기인식과 노력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즉, 다문화 클라이언트 및 한국 클라이언

트를 대하면서 다문화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훈련과정을 찾아보고 나아가 자신이 

한국인으로써 같은 한국 클라이언트와 어떻게 다른가 등을 비교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척도

구성에 있어 문화적 차이 극복 노력(예, 다문화 축제 참여, 다문화 훈련과정 참여 등) 및 자기인식(예, 

다문화 클라이언트와 한국 클라이언트, 그리고 자신과의 비교 등)에 관한 요소들을 선행연구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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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구성요소와 함께 예비문항으로 구성하 다.

셋째, 선행연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구성된 예비문항을 토대로 사회복지학과 전공 교수 5

명에게 문항들의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 받아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 다. 그 결과 문화적 역

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는 대부분 적절하나 문화의 측정범위를 인종 및 민족적 배경으로 한정할 필요

가 있고, 다문화에 대한 민감성과 개방성에 대한 문항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반 하

다. 다음으로 척도 개발 및 평가가 주요 전공인 사회복지학 및 심리학과 교수 3명에게 향후 예비조

사 및 본 조사,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40개의 문항을 예비문항으로 선정하 다. 

넷째, 수정된 예비문항을 토대로 다문화 클라이언트와의 실천 경험이 있고 석사학위 이상의 사회복

지사 20명에게 2차에 걸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및 각 문항들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여 최종 예비문항을 확정하 다. 따라서 각 문항에서 1점(‘전혀 적절하지 않다’)에서 5점

(‘매우 적절하다’)까지의 적절성 점수범위에서 평균점수가 3.5 미만으로 낮고, 그 문항에 대한 예비조

사 대상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8개 문항을 제외하 다. 이들 문항은 대체로 문항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들이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예비문항은 32개이었다.

2) 자료수집 과정

이상과 같은 척도 개발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상이한 인종․민

족적 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본조사

를 실시하여 척도의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 다. 본조사에서는 수렴타당도 평가를 위해 최종 확정된 

예비문항 32개와 Sodowsky 등(1994)의 다문화적 상담능력 척도(Multicultural Counseling Inventory)

를 5점 리커트(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평정(評定)하 다. 조사대상자 표

집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주 클라이언트가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의 다문화 클라이언트

인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획하여 2008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31

개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80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75개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7개소)

의 전국 리스트를 확보하 다. 그러나 2009년 조사 당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변화로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명칭이 통합․조정되어, 다수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바

뀌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대상 서비스는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관되었다. 

이에, 조사과정에서 이전에 확보한 전국 다문화 서비스 제공기관 리스트에서 탈락되는 기관들이 발생

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95개소)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혹은 외국인근로자지

원센터가 부설은 아니지만 다문화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을 인터넷 및 전화로 확인하여 총 

15개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사회복지팀 리스트를 추가하 다. 최종적으로 조사 당시 기관 명칭을 기

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0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9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5개, 종합사회복지관 6개가 설문조사 참여의사를 밝혀 이 기관들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

문을 진행하 다. 다만, 기관의 종사자 중 직접적으로 다문화 클라이언트를 만나 상담 및 교육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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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사람으로 연구대상자를 한정하 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임상가 및 기관으

로 혼용되고, 문화적 역량의 개념도 임상실천가의 문화적 역량과 기관의 문화적 역량으로 구분되는 

등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문화적 역량에 한정하고자 하 기 때문이다. 이들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 다. 수집된 설문지는 총 198

부 으나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총 194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수가 예비문항의 수 대비 10배수 정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소 예비문항 수의 5배 및 100명은 넘

어야 한다는 기준에 충족되며(Fabrigar et al., 1999), 조사 당시 다문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

공하는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수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인정 가능한 사례수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자료 분석

첫째, 예비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추출방법은 주축요인추출방법(principal axis factoring method)을 사용하 으며, 요인 

간 상관을 고려하여 사각회전(oblimin)을 이용하 다. 

둘째, 신뢰도를 평가하 다. 먼저 내적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별문항들 간의 상관관계와 개별문

항과 총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고 내적 합치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반분신뢰도 계수

(Split Half Spearman-Brown) 및 측정의 표준오차를 계산하 다.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구조 모형이 적합한지를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X2 통계량과 함께 RMSEA, TLI, CFI를 보완적으

로 사용하 다.

넷째, 수렴타당도를 평가하 다. 수렴타당도는 본 척도와 관련하여 국외 유사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검증하 다.

4.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총 194명 중 여성이 176

명(90.7%), 남성이 18명(9.3%)로 대다수가 여성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4.9세 고, 연령 

분포는 30대(35.1%), 20대(33.0%), 40대(28.4%)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인 조사대상자가 

6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고, 대학원 재학이상의 학력이 23.7%를 차지하 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은 8.2%로 낮았다. 조사대상자의 조사 당시 근무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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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성 18 9.3

여성 176 90.7

연령

(Mean: 34.9

SD: 8.8)

21 - 30세 64 33.0

31 - 40세 68 35.1

41 - 50세 55 28.4

50세 이상 7 3.6

학력

고졸이하 16 8.2

졸 132 68.0

석사재학/졸 45 23.2

박사재학/졸 1 .5

근무기 형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8 65.9

건강가정지원센터 33 17.0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6 8.2

종합사회복지 10 5.2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7 3.6

직

일선실무자 127 65.5

간 리자 32 16.5

기 리자 6 3.1

기타(방문지도사 등) 28 14.4

사회복지업무 

종사기간

(Mean: 33.3개월

SD: 49.2개월)

1년 미만 67 34.5

1년 이상 - 3년 미만 54 27.8

3년 이상 - 5년 미만 17 8.8

5년 이상 - 10년 미만 24 12.4

10년 이상 7 3.6

다문화업무 

종사기간

(Mean: 19.8개월

1년 미만 74 38.1

1년 이상 - 3년 미만 78 40.2

3년 이상 - 5년 미만 14 7.2

65.9%로 가장 높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17.0%),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8.2%), 종합사회복지관

(5.2%),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3.6%) 순이었다.2) 조사대상자의 직위는 일선실무자의 비율이 65.5%

로 가장 높았고 중간관리자 16.5%, 방문지도사 등 기타 실무자 14.4%, 기관관리자 3.1%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업무 종사기간은 평균 약 2년 9개월이었으며, 이 중 다문화업무 종사기간은 평균 약 1년 8개

월이라고 응답하 다. 다문화업무 종사기간은 1년 미만이 38.1%, 1년 이상 3년 미만이 40.2%로, 조사

대상자의 다문화업무 종사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은 국내에서 최근에 다문화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2) 근무기관형태는 조사 당시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명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2009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개칭되고, 다수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문화 업무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이관되어 현재(2010년 기준)의 기관 명칭과 다를 수 있다. 또한, 표집기관별 조사대
상자의 특성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형태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일원배치분석
(ANOVA)을 한 결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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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26.3개월)
5년 이상 - 10년 미만 3 1.5

10년 이상 2 1.0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전국의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 194명을 대상으로 한 본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문화적 역량 척도

의 예비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문항 간 상관을 고려하여 전체 합과 각 문항의 

상관계수가 .30 이하인 문항은 내적 일치도를 낮추므로 분석에서 제외하 다. 즉 ‘나는 다문화 클라이

언트의 겉모습으로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 ‘다문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일할 때, 나는 한국 

클라이언트보다 더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 등의 4개 문항은 전체 합과 각 문항의 상관계수가 .20 이하

로 전체 척도의 내적일치도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고 총 28개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인적재값이 .30이상인 문항을 척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

칙으로 하 고(DeVellis, 1991), 요인별로 부하되는 척도항목들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요인에 교차적재된 문항을 제외하여 분석하 다(Costello & Osborne, 2005). 교차적재된 문항들 중 이

론적 근거에 따라 필수적 요소로 판단되는 경우 문항의 내용이 개념적으로 더 타당한 요인에 포함시

켰다. 예비문항 개발과정에서 연구자가 척도의 핵심 구성요인을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 문화적 인

식의 3가지로 구분하 는데,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는 요인 수의 변동 가능성을 열어놓고 핵심 구

성요인 수 3개를 기준으로 ±1개를 하여 2, 3, 4개의 요인 수를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요인 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인의 수를 지정하지 않고 고유값을 기준으

로 요인의 수를 찾지만,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요인의 수를 제한하여 보다 적합한 요인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김주환ㆍ김민규ㆍ홍세희,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2, 3, 4개의 요인 

수를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각 모형의 해석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요인, 3요인, 4요인 모형이 각각 25문항, 26문항, 2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3 모형의 각 

요인들은 모두 고유값 1 이상의 기준을 만족시켰고 요인적재값 또한 모두 .3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들

의 설명력이 검증되었다. 또한, 모든 분석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KMO 테스트에서 

세 가지 요인 모형 모두 .9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p<.001) 변수쌍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세 가지 요인 모형 중 추출된 요인들의 해석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개념적 의미를 비교한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4요인 모형이 개념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요인 모형의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과 각 문항의 요인적재값 및 

요인에 대한 명명은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요인 1은 문화적 역량의 하위개념 중 기술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이

언트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개입기술을 적용하거나 효과적으로 사정 및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지역

사회 자원을 연계한다는 내용이 요인 1에 부하되었다. 이 요인은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모두 요

인적재값이 .36 이상이었으며, 주요 내용의 특징을 반 한 ‘다문화적 실천기술’이라고 명명하 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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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4요인 모형 요인패턴행렬  요인명 

요인명 문 항
요 인

1 2 3 4

다

문

화

실

천

기

술

1.다문화 클라이언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종결방법을 알고 있다. .86 -.14 -.03 .10

2.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정체성을 악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79 -.05 .04 .02

3.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개입기술을 용한다. .70 .26 -.05 -.07

4.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효과 으로 사정할 수 있다. .59 .10 .16 -.07

5.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와 그 민족집단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56 .06 .09 -.04

6.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에게 효과 인 상담방법을 알고 있다. .46 -.01 .06 .21

7.나는 문화 으로 합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44 .06 .39 -.12

8.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언어 ·비언어  메시지(어투, 목소리, 제스

처 등)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 
.38 -.03 .01 .13

9.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가 믿는 종교에 해 잘 이해하고 있다. .36 .19 .01 .03

문

화

인

식 

10.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문화  맥락

을 고려한다. 
.06 .67 .19 -.05

11.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문화를 이해할 때 그들의 연령, 성별, 경제 

상태와 같은 인구·사회·제  특성을 고려한다.
-.13 .52 .44 .07

12.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문화  배경을 고려하여 이들의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7 .37 -.02 .07

13.다문화 클라이언트와 일할 때, 나는 문화  실수나 오해를 재빠르게 .32 .34 -.01 .25

인 2에는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문화적 민감성과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갖는 문화적 인식에 포함되는 문항들이 부하되어, ‘문화적 인식 및 민감성’이라고 명명

하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이해할 때 문화적 맥락과 배경을 고려하고, 

문화적 특성에 대해 편안해 하는 등의 6개 문항이 .30 이상의 부하량을 보 다. 요인 3은 문화적 지식

과 관련된 문항들이 부하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의 제도적 장벽 및 차별에 대한 이해, 문화 적

응 관련 지식,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국내 체류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지식들이 나타났다. 요인 3은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역시 모든 항목의 요인적재값이 .30 이상이었고, ‘다문화 지식’이라고 명명하

다. 마지막으로 요인 4에는 경험을 통한 문화적 역량의 습득 및 문화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 포

함된 문항들이 부하되었다. 이 요인은 선행연구의 문화적 역량의 개념화에서 주요 구성요소로 언급되

지는 않았으나, 문화적 역량을 발달적 과정으로 보고 교육과 경험 등에 의한 자기학습과 소수집단에 

차별을 확인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때 개발된다는 점(Lum, 2007), 그리고 포커스 그룹에서 

실무자들이 지적한 내용을 고려할 때 문화적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독립된 요인으로 가능하다고 보

았다. 이 요인은 총 4개 문항으로 모두 .33이상의 요인적재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차이 극

복노력’이라고 명명하 다. 또한 4요인 모형 각 문항의 변별도를 확인하기 위해 26개 총 문항과 각 요

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전체 척도의 평균은 3.50점(표준편차=.44)이었다. 1요인의 평

균이 3.26점으로 가장 낮았고 2요인과 3요인은 각각 3.64점, 3.57점이었으며, 4요인은 3.73점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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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감

성

악하고 고칠 수 있다.

14. 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문화  특성에 해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다.
.08 .30 .40 .04

15. 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문화  강 을 고려하면서 사정한다. .26 .30 .28 .07

다

문

화

지

식

16.나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는 한국사회의 

제도 인 장벽들을 이해하고 있다. 
.05 -.10 .64 .01

17.나는 클라이언트의 문화  배경이 그들의 생활방식에 미치는 향을 

이해한다.
.06 .21 .53 .06

18.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가 한국 문화에 응하는 것과 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다. 
.28 -.04 .52 .05

19.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에게 행해지는 우리사회의 차별에 해 이해

하고 있다. 
-.03 .26 .47 .16

20.나는 나와 클라이언트 간의 문화  차이를 알고 있다. .06 .10 .38 .16

21.나는 비자, 주권, 귀화 등과 같이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국내 체류와 

련된 법과 제도들을 잘 알고 있다.
.38 -.11 .31 .10

22.나는 한국인을 상으로 한 사정(평가)도구들이 다문화 클라이언트에

게 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 을 알고 있다.
.08 .07 .30 -.04

문
화
차
이
극
복
노
력

23.나는 다문화 련 워크 이나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08 .02 .04 .68

24.나는 다문화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해 그 민족의 축제나 고유행사, 

음식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려고 노력한다.
.10 .48 -.10 .39

25.나는 한국 클라이언트보다 다문화 클라이언트를 해 옹호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
.18 .02 .09 .37

26.나는 한국문화와 다문화 클라이언트 문화 간의 개자 역할을 한다. .32 -.04 .21 .33

고유값(eigen value) 9.09 1.67 1.26 1.16

설명량: 체 44.32% 34.27 4.89 2.74 2.43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요인구조를 토대로 척도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 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해석 가능성이 가장 적합한 4요인 모형 외에도 2요인과 3

요인 모형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형비교를 통해 통계적 타당도를 재검토하고자 하 다. 

2요인, 3요인과 4요인 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CFI(비교부합치)와 TLI(비

표준부합치)는 .90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보는데(Hu and Bentler, 1999), 3가지 모형 모두 이 기준에 

충족되거나 근접하 다. 카이자승치에 의한 합치도 평가가 표본 수에 민감한 점을 고려하여 카이자승

치를 자유도로 나눈 수치(CMIN/df)가 3이하일 때 모형수용이 가능하다는 기준(Kline, 2005) 또한 적

용하여 살펴본 결과, 세 가지 모형 모두 양호하 다. 또한 RMSEA(개략화 오차)가 .05에 가까우면 좋

은 적합도라고 여기는데, 2요인 모형이 간명성 기준에 가장 근접하 고, 3요인과 4요인은 이에 비해 

다소 떨어지나 괜찮은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2요인 모형이 통계적 적합도가 가장 우수하 으나 4요

인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 또한 양호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4요인 모형이 각 요인들의 해석가능성이 높

아 이를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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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모형 합도 검증 결과

X2 df CMIN/df CFI TLI RMSEA

2요인 모형 450.233 272 1.655 .900 .889 .058

3요인 모형 561.830 294 1.758 .892 .881 .063

4요인 모형 508.441 291 1.747 .898 .896 .061

4) 신뢰도 검증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측정의 표준오차를 분석하 다. 개

별문항과 총점 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32 - .66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분(split-half) 신뢰도 또한 Spearman-Brown 계수

가 .89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각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요인 1, 요

인 2와 요인 3은 모두 신뢰도 계수가 .68-.86으로 양호하 으며, 요인 4의 경우에는 다소 낮으나 문항 

수가 적은 것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측정의 표준오차의 경우 값이 작을수록 

신뢰도가 양호한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척도 총점의 5% 이내를 기준으로 삼는다(McMurtry 

and Husdon, 2000). 각 요인의 가능한 점수는 5점이기 때문에 총점의 5%는 .25인데, 전체 척도 문항

의 표준오차는 .12로 매우 안정적인 신뢰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4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

도 모두 .25 이하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표 6>  요인별 신뢰도계수와 측정의 표 오차

신뢰도계수
(Cronbach'α)

평균* 표 편차
측정의 

표 오차**

체 .93 3.50 .44 .12

요인 1(다문화  실천기술) .86 3.26 .51 .19

요인 2(문화  인식  민감성) .82 3.64 .50 .21

요인 3(다문화 지식) .79 3.57 .47 .22

요인 4(문화차이 극복노력) .68 3.73 .58 .32
* 1:  그 지 않다, 2: 약간 그 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 다, 5: 매우 그 다 
** 측정의 표 오차 = 표 편차×신뢰도
 

5) 수렴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문화적 역량 척도가 다른 측정도구에서 얻어진 동일 개념 구성체에 대한 점수와 일치하

는지를 보고자 구인타당도 중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살펴보았다. 구인타당도에는 상이한 

개념구성체를 측정한 두 측정 도구 간의 불일치를 살피는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또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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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유사척도와의 상 계 분석 결과

문화  역량

체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다문화  

상담능력

문화  역량

체 1

요인1 .89*** 1

요인2 .85*** .65*** 1

요인3 .84*** .66** .68** 1

요인4 .79*** .59*** .61*** .58*** 1

다문화  상담능력 .86*** .79*** .72*** .67*** .64*** 1

*** p<.001

함되나, 본 연구의 문화적 역량 척도의 개념과 반대될 수 있는 개념이 모호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렴

타당도만을 검증하 다. 

이를 위해 문화적 역량에 관한 외국 척도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는

데, <표 7>에 제시된 것과 같이 Sodowsky 등(1994)이 개발하여 지금까지 심리학 및 상담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적 상담능력 척도(Multicultural Counseling Inventory)와는 .86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 다. 또한 다문화적 상담능력 척도와 본 연구의 문화적 역량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64에서 .79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여 두 척도간의 수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본 연구의 문화적 역량 척도에서 각 요인과 전체 척도 간의 상관관계는 .79에서 .89이었고, 요인들 

간 상관관계는 .58에서 .68로 척도의 문항들 및 요인들 간 상호연결성이 높게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로 진입되는 시기에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가 다양한 인종과 민족적 배경의 

클라이언트와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한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소들을 탐색하고 문화적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 타당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실무자 194명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 척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역량 관련 국내외 문헌 검토 및 외국 척도들에 대한 비교분석과 함께 다문화 클라이

언트와 일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한국적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인

들을 탐색하 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 척도의 요인구조를 밝히고자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과정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은 제외하 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2요인, 3요인, 4요인 모형의 세 요인구조를 추출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세 모

형 모두 고유값 및 요인적재값 기준을 모두 만족시켰으나 개념적으로 26개 문항으로 구성된 4요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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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가장 적절하 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4요인 모형은 CFI .898, TLI .896, RMSEA .061

로 적합도 지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문화적 역량의 4요인 모

형의 하위요인은 ‘다문화적 실천기술’, ‘문화적 인식 및 민감성’, ‘다문화 지식’, ‘문화차이 극복노력’이

었다. 

둘째, 본 연구의 문화적 역량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신뢰도는 전체 척도 및 각 하

위요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α)의 범위가 .68-93로 양호하고 반분신뢰도 또한 .89로 

높아 전체 척도 및 각 요인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측정의 표준오차 

값도 대체로 매우 작아 척도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수렴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심리학 및 

상담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적 상담능력 척도(Multicultural Counseling Inventory)와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하위요인 모두 이 척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수렴타당도가 확보되

었다.

문화적 역량의 한국적 구성요소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논의점과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은 문화 보편적 특성으로 외국

의 척도들과 유사한 측면이 많으나 몇 가지 독특성이 드러났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주요 내용이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소들과 상당부분 유사하 지만, 다문화 클라이언트와 효

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 크게 강조된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에 기존 외국의 문화적 역량 척도들에서는 문화적 역량의 역동적인 개념 정의가 잘 드러나지 않았

던 반면 본 척도에서는 문화적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활동과 노력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국내에서

는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단계로 실

무자의 경험과 자기학습을 통해 발전되어 가는 과정임을 반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국내에서는 

실제적인 다문화 서비스 제공 능력인 문화적 역량 이전의 개념 혹은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는 문화다

양성에 대한 태도, 문화적 민감성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연구과정에서도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한국사회가 순수혈통과 가부장적 단일문

화주의를 고수해오다 다문화사회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과 개방적 태

도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문화적 인식 중에서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대처

하는 태도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기존 선행연구들에 밝힌 문화적 역량

에 대한 개념 및 구성요소들과 대체로 일관되게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차이 극복을 위한 노

력이 독립된 하위 역으로 구분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민감한 태도 항목들이 포함된 점이 외국의 

문화적 역량 관련 척도들과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역량의 측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추상적인 용어보다는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용어로 구

성된 문항들을 개발함으로써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에 해당하는 수행 정도를 측정하

고자 하 다. 그러나 역량은 실제 성과로 이어질 때 가장 잘 측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Ponterotto et al., 1994), 실제 다문화적 실천 행동에 대한 평가가 더 보완되면 본 척도의 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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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를 보다 높일 수 있겠다. 본 척도와 같은 자기보고식 평가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역량 

정도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모습이나 지식, 행동이 아닌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

위기 등에 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사례에 적용되

는 실무자들의 문화적 지식, 기술, 인식의 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를 면 히 분석한 결과 직위별 문화적 역량 정도에 대해 평균차이 검정에서 기관관리

자 및 중간관리자의 문화적 역량이 일선실무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다문화 사회복지 

종사기간 및 다문화 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문화적 역량 척도가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나, 후속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의 실제 성과가 될 수 있는 개념과의 검증 및 다양한 집단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 관련 타당도가 보고되어야할 것이다. Worthington 등(2000)은 예

시 사례에 대한 개입 평가와 동료 및 수퍼바이저의 관찰 평가 등을 통해 상담가의 문화적 역량을 측

정하기도 하 는데, 향후에는 이와 같은 문화적 역량 측정 방법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평가 또한 중요할 수 있기

에 다차원적인 문화적 역량 측정 방안이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보다 명확한 측정을 위해 인종 및 민족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인종 

및 민족적 배경이 다른 클라이언트와 일하는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에 해당하는 문항

들을 개발하 다. 이에,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다문화 클라

이언트의 국내 체류와 관련된 법과 제도들을 잘 알고 있다’, ‘다문화 클라이언트가 한국 문화에 적응

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인종 및 민족적 배경의 차

이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별, 사회적 지위, 성적 선호 등 문화의 포괄적 범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인

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실천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들도 있다. ‘다문화 클라

이언트의 행동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다’,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다’ 등의 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척도 문항의 구성은 향후 한국 주

류사회의 다양한 소수 계층의 문화(예, 새터민, 조선족 및 화교, 성적 소수자 등)를 반 한 문화적 역

량의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문화적 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과정에서 도출된 논의점 및 보완점을 바탕

으로 다른 휴먼서비스 분야에까지 확대된, 그리고 각 학문 역의 특성에 맞게 수정된 더욱 발전된 

척도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문화적 역량의 척도 활용을 통해 다문화 사

회복지 실무자들이 보다 효과적이면서 클라이언트의 문화에 적합한 실천기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실증주의적 실천(evidence based practice)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

구는 향후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 발달을 위한 교육 및 실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

다. 즉 사회복지 대학교와 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문화적 역량을 점검해 볼 수 있

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실천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및 훈련과

정에서 다문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일하는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자질, 태도, 준비 정도를 사

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문화적 역량 척도는 다문화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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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을 촉진하는 개인적 및 환경적 요인을 밝히는 다양한 연구들에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문화 사회복지실천 향상을 위한 연구에 기여하는 효과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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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Korean Cultural Competency Scale for Human 

Service Workers

Nho, Choong-Rai 

(Ewha Womans University)

Kim, Jeong-Hwa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onstructs of cultural competency specifically 

relevant to the Korean society and to test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among 

human service worker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uthors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and conferences with human service workers to draw the 

concept of cultural competency. Further, this study conducted to two separate 

pilot tests with 20 social workers with practice experiences in order to clarify 

descriptions and relevance of scale item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concept of cultural competency and 

analysis of focus group interviews, 40 items were initially constructed and then 

were reduced to a 32-item scale after two separate pilot studies. Meantime, 

suggestions made by an advisory group were also reflected in the scale 

development process. Finally, one hundred ninety four work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were recruited to evaluate the relevance of the scale items in a 5 point 

Likert scale.

Through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4 main factors were 

identified: 1) competency to use culturally relevant skills, 2) cultural awareness 

and sensitivity, 3) cultural knowledge, and 4) efforts to overcome cultural 

differences. These factors were consistent with sub-concepts of cultural 

competency in other studi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lso showed that the 

model fitness was at the high level and convergent analysis with the similar scale 

also showed high correlations. Internal consistency also remained at a high level.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educa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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