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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천관계 척도 정신장애인 용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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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과 사례관리자간의 ‘실천관계(Working Relationship)’를 측정하는 한국형 실

천관계 척도 정신장애인 용의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해 진행되었다. 척도개발을 위해 첫째, 문헌연구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3회의 포커스면접을 통해 실천관계척도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정신

장애인과 정신보건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과 교수 2인 및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인 실무자 2인의 

검토를 통해 최종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셋째, 최종 선정된 예비문항을 569명의 정신장애인 대상의 

실증조사연구를 통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무선 분할하여 먼저 탐색

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요인 1은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실천과 관련된 ‘전문가 기여’, 요인 2는 ‘부정적인 실천관계’, 요인 3은 사례관리

자와 정신장애인간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정서적 유대’로 나타났다. 나머지 표본을 가지고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모델의 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33문항의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 정신장애인 용을 개발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하였다.

주제어 : 지역정신보건, 실천관계, 척도개발, 정신장애인

1. 서론

정신보건서비스에서 실천관계가 지닌 가치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활용할만

한 보편타당한 실천관계 척도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과 사례관리자간의 ‘실천관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802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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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Working Relationship)’1)를 측정하기 위한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정신장애인 용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계기로 정신보건서비스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신사회재활 패러

다임을 지향하게 되었고 지역정신보건기관들은 사례관리를 기본 실천전략으로 삼고 정신장애인과 사

례관리자를 매칭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신보건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인 정

신장애인과 사례관리자간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고 전달되며 진행ㆍ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천관계의 질은 정신보건서비스의 과정 및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다(민소영, 

2005; 권자영, 2011; McCabe and Priebe, 2004; Crane-Ross et al., 2006). 특히 실천관계와 성과간의 

관계는 정신장애의 종류나 치료의 유형이 무엇이든 일관적이고 예견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Hovarth and Symonds, 1991; Martin et al., 2000; Shirk and Karver, 2003). 그래서 Lambert와 

Barley(2002)는 실천관계를 어떤 이론적 배경 및 전문가 역량, 기타 상자의 치료외적 요인들과 무

관하게 모든 치료적 접근에서 공통적으로 성과에 기여하는 공통요인(common factor)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실천관계 경험은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정신보건서비스를 평가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

이기도 하다(Johansson and Eklund, 2003). 그러므로 지역정신보건서비스가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과 사례관리자간의 실천관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정확히 평가되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할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실천관계는 서비스 전달을 유효하게 하

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기제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치료, 

재활 및 회복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실천관계의 임상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신보건사회복지분야의 국내 연구에서 실

천관계에 해 상 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

다 실천관계를 측정할 만한 객관화된 척도가 없다는 점이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기존 연구들에서 활용된 관계 척도들은 부분 정신치료나 심리치료 및 상담을 위해 개발된 치

료적 관계 척도들이었다(김은하ㆍ박승민, 2011; McGuire -Snieckus et al., 2007). 그러나 이들 치료적 

관계 척도들은 개별적인 정신치료나 일 일 상담 위주로 진행되는 치료적 환경에 적합하며 일상생활

훈련부터 주거 및 직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지역정신보건서비스의 환

경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지역정신보건서비스의 주요 상이 되는 만성정신장애인에게 적용하기

에는 제한점이 있다(McGuire-Snieckus et al., 2007).

최근 국내에서도 지역정신보건서비스에서 활용할 만한 실천관계척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외국의 

척도들을 타당화하는 연구들(권자영, 2010; 김희정, 2010)이 진행된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할 경우 그 척도가 만들어진 문화적 맥락과 그 척도가 사용되는 문화적 맥락사

1) 기존에 원조전문직과 클라이언트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원조관계, 치료적 관계라는 용어가 주로 사
용되어져 왔다. 원조관계의 경우 물질적 지원의 의미와 수혜자와 전문가라는 위계적 관계가 용어에 
내포되어 있다. 한편 치료적 관계는 개인 치료에 중점을 둔 정신분석에서 유래한 ‘작업동맹’, ‘원조동
맹’, ‘치료적 동맹’의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인 정신장애인과 서비스 
제공자인 사례관리자간의 협력적 관계, 동등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더욱 반영하자는 의미에서 실천관
계(Working Relationship)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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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차이가 존재하여 민감성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반포종합사회복지관, 

2006). 특히 모국어로 개발되지 않은 측정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 시 원척도와 번역 척도간의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 문화적, 개념적 동등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된

다(송기범ㆍ장은동, 2010). 그래서 외국척도의 타당화 연구결과들은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문항 

가운데 한국 상황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문항이나 변별력이 낮은 문항들이 발견되거나, 요인구조에서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권자영, 2010; 김희정, 2010). 특히 한국은 서구와 달리 치료진과의 관계에 

해 보다 예민하고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황태연 외, 1999) 나타나는 등 서구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실천관계 척도들을 그 로 적용하여 활용하는 것은 한국의 실천관계를 정확히 평가하고 반영하는데 

제한점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신장애인과 사례관리자간의 실천 관계를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반영할 수 있는 토착적인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지역정신보건서비스에서 정신장애인과 사례관리자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실천

관계 척도가 부재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전통적인 정신 및 상담 치료세팅과 그 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지역정신보건서비스 환경을 잘 반영하면서, 최근의 정신사회재활의 회복패러다임에서 지향하는 

서비스 당사자와 제공자간의 상호적이고 동등한 관계성으로의 실천관계 변화의 흐름과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정신장애인 용’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발된 한국형 실천관계척도는 기존의 외국척도가 한국적 관계의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해결하고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회복 성과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아 온 

실천관계를 측정하고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된 한국형 실천관계척도를 활

용하여 사례관리자들은 담당하는 클라이언트와의 효과적인 관계형성 수립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효과적인 

실천관계 형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적절한 측정도구가 부재하여 중요성을 알면서도 진행되지 못했던 다양한 실천관계 관련 연구들이 활

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1) 실천관계의 개념과 구성요소

실천관계는 치료나 상담, 돌봄 등 서비스 이용자인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인 전문가간의 관계

로,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두 사람이 서로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의식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이

다(Bordin, 1979; Gelso and Carter, 1985; Kokotovic and Tracey, 1990). 실천관계란 클라이언트가 직

면한 문제에 해 위급함과 함께 민주적인 방법으로 인류애의 공유를 강조하는 전문적 관계를 의미한

다(Freedberg, 1989: 양옥경ㆍ김미옥, 1999 :163에서 재인용). Walborn(1996)은 클라이언트 삶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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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돕는 목표를 가진 두 사람의 만남으로 정의하고 지지적 

관계차원과 협력적 관계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관계는 정신장애인과 사례관리자간의 상

호작용으로 각자 지각하는 주관적인 경험으로 본질적이고 명확한 개념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

이다(McCabe and Priebe, 2004). 

실천관계의 구성개념 혹은 구성요소를 제시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Horvath와 Bedi(2002)

는 메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천관계 척도들이 측정하고자 한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실천관

계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소는 두 사람간의 개인적인 친 감을 갖는 정서적 

유  요인이고, 두 번째는 실천과정에서 수립하게 된 목표와 과제에 한 동의와 협력을 의미하는 협

력적인 작업 요인이다.  한편  Finaret와 Shor(2006)는 이스라엘의 10명의 정신재활전문가들(6명의 정

신보건사회복지사, 2명의 임상심리학자, 2명의 작업치료사)를 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실천관

계의 발전의 특징짓는  8가지 주요 개념을 확인하였다. 즉, 정신보건분야의 실천관계가 지닌 독특한 

요소로 삶의 실천적 측면에서의 작업인 ‘doing’과 내적 차원에서의 ‘being' 차원간의 통합, 융통성 있는 

경계, 자기개방, 파트너십,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친 감, 정서적 관여, 희망 8가지를 들고 있다. 

McGuire-Snieckus 외(2007)는 정신장애인 10명과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으

로 구성된 전문가 12명을 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지역정신보건에서 정신보건전문가와 정신

장애인 두가지 관점에서의 실천관계에 한 생각들을 탐색하였다. 또한 기존에 많이 활용되어 온 실

천관계 척도 9가지에 해서 지역정신보건에서의 적용성을 평가하여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가 어

떻게 서로 마음에 맞는 긍정적인 협력을 하는가와 관련된 긍정적 협력요소, 지지와 헌신의 형태로 나

타나는 긍정적인 전문가 기여 요소 그리고 상호관계상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요소의 세 가지로 실천관

계 개념을 도출해 냈다. De Leeuw 외(2012)는 사례관리자와 만성정신장애인들간의 실천관계의 질에 

한 논문 14개를 리뷰하여 구체적인 사례관리자의 실천행동들을 파악하여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바

람직한 실천관계의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이들 요소들로는 일상생활지원, 실질적인 교통수단의 지원 

등과 같은 실질적인 서비스의 제공, 면담에서의 존중과 공감, 강점의 발견, ‘친구’와 같은 관계, 접근성, 

근접성, 이용가능성을 확보한 지속적인 돌봄, 그리고 빈번한 접촉 등이 포함되어 있다. Chinman 외

(2000)는 실천관계를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애정을 갖는 인간적인 측면과 치료목적에 달성하기 위

해 사례관리자와 함께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실천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론적 배경에 따라 강조하는 구성요소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체로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실천관계의 구성요소는 긍정적인 관계의 차원인 클라이언트와 전문가간의 협력과 목표나 과

제에 한 동의 그리고 정서적 유 이다(Tryon et al., 2007). 그리고 사례관리자의 생각이나 가치를 

강요하는 독단적인 태도, 클라이언트에 한 인내심 부족, 무관심이나 동정 등으로 표현되는 부정적인 

관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실천관계의 개념을 구성하는 공통요소는 크

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신장애인과 사례관리자 두 사람간의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인간관계차원을 반영하는 정서적 유 , 친 감, 신뢰의 요소 둘째,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향한 공동의 

협력적인 노력을 진행해나가는 협력, 합의, 동의의 요소, 셋째, 일반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필요한 도움

을 주고받는 실천관계의 특성상 전문가의 지식, 기술, 태도와 관련된 전문성에 한 클라이언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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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개발자 구성요인(구조) 특징

CALPAS
(California 

Psychotherapy

  Alliance Scale)  

 Marmar and 
Gaston

 (1991)

1. 내담자의 작업능력

2. 내담자의 헌신

3.상담자의 이해와 몰입

4. 목표와 전략에 대한 

합의

ㆍ치료자용, 클라이언트용, 

관찰자용

ㆍ24문항

ㆍ7점 리커트 척도

WAI

(Working Alliance 
Inventory)

Horvath and 

Greenberg 

(1986)

1. 목표 

2. 과제 

3. 유대

ㆍ치료자용, 클라이언트용, 

관찰자용 

ㆍ36문항/12문항(단축형)

ㆍ7점 /5점 리커트 척도

HAM

(Helping Alliance 

Measure)

Klinkenberg et 

al.(1998)

사례관리자의 정직성, 

따뜻함, 신뢰, 세심함, 

확실성과 지지

ㆍ클라이언트용 

ㆍ15문항

ㆍ7점 리커트 척도

TAS

(Therapeutic 

Alliance Scale)

Marmar et al.

(1986)

1. 환자와 치료자간의 
긍정적 기여

2. 환자와 치료자간의 
부정적 기여

ㆍ치료자용, 클라이언트용 

관찰자용

ㆍ41문항

HAq-Ⅱ

(Penn-HAS개정판)
Priebe and 

Gruyters(1993)

1. 치료자 책임(헌신)

2. 이해 &비판
3. 치료적 관점
4. 회기 후의 기분

ㆍ치료자용, 클라이언트용

ㆍ19문항

ㆍ6점리커트 척도

BLRI

(The 
Barrett-Lennard 

Barrett-Lennard

(1962)

1. 존중수준

2. 공감적 이해

ㆍ클라이언트용

ㆍ85문항

각에 관한 요소, 넷째, 실천관계 역시 인관계의 하나로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비지지적, 정서적 어려움 등의 부정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요소이다. 

2) 실천관계 측정도구

다양한 실천관계척도들 가운데 활용이 권장되는 성공적인 척도들로는 작업동맹척도(Working 

Alliance Inventory: WAI, 1989), 반더빌트 치료적 동맹척도(Vanderbilt Therapeutic Alliance Scale: 

VTAS, 1983), 캘리포니아 심리치료동맹척도(California Psychotherapy Alliance: CALPAS, 1991), 

펜 원조동맹척도(Penn Helping Alliance Scales: PEN, 1993) 등을 들 수 있다(Elvins et al., 2008). 이 

가운데 WAI는 국내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척도이다(김은하ㆍ박승민, 2011). 그러나 이들 기

존척도들은 주로 전통적인 정신치료 및 심리상담 치료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지역정신보건서비스에서 

활용하는 척도로는 STAR척도(McGuire-Snieckus et al., 2007)와 정신장애인의 회복과정의 핵심요소

로서 치료자와 정신장애인간의 협동적, 상호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치료자의 관계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Russinova(2006)의 ‘회복-증진 관계 척도’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실천관계 척

도들에 한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실천 계 측정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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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Inventory) 

3. 일치성 

4. 존중의 무조건성 

5. 개방성

ㆍ6점 리커트 척도

ARM-S

(The Agnew 

Relationship 

Measure)

Agnew-Davies, 
et al.(1998).

1. 정서적 유대

2. 파트너십

3. 신뢰

4. 개방성

ㆍ클라이언트용, 

ㆍ치료자용

ㆍ28문항/12문항/5문항

ㆍ7점 리커트

STAR

(Scale to Assess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McGuire-Snieck

us et al.(2007)

1. 긍정적 전문가 기여

2. 긍정적 협력

3. 부정적 전문가 기여/

정서적 어려움

ㆍ사례관리자용, 정신장애

인용

ㆍ각각 12문항

ㆍ5점 리커트 척도

PPRS

(Recovery-Promoti

on Relationship 

Scale) 

Russinova 

(2006)

1.핵심관계요인
2.회복-증진전략 요인

ㆍ클라이언트용

ㆍ24문항

ㆍ4점 리커트 척도

연구자 사용 척도 및 개발자 연구내용 신뢰도 

민소영(2005)

수정된 WAI

(Neal and Rosenheck, 1995) 

9문항

사례관리자와 
정신장애 

노숙인과의 관계

Cronbach'α 

0.88

이진향ㆍ서미경
(2007)

Community Oriented Programs 

Environment Scale: COPES 중

치료자와의 관계(Booth, 1993)

  3문항

프로그램 

환경으로서 

치료자와의 관계

Cronbach‘α 

0.88

최세나(2009)

WAI 

(Horvath and Greenberg, 1986) 

36문항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와 

사회복지사와의 

관계 

Cronbach'α 

0.96

실천관계 측정도구개발과 관련된 연구주제는 상담 및 심리치료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관련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치료적 관계 혹은 실천관계의 개념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작업동맹’의 국내연구동향을 연구한 김은화ㆍ박승민(2011)에 의하면 최근 20년(1992

년~2010년)내에 작업동맹에 관한 연구 주제 가운데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들은 분석 상 논문 88편 

가운데 4편에 불과하였다. 이 가운데 연구자가 직접 척도를 개발한 연구는 3편이었다. 정신보건서비스 

영역의 연구로는 사회복지학에서 정신장애인과 사례관리자간의 실천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치료적 관계 척도인 ‘Scale To Assess the Therapeutic Relationship(STAR: McGuire-Snieckus  

외, 2007)'의 국내 활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권자영, 2010)와 간호학 분야의 연구로 치료자와 정신장

애인의 실천관계를 측정하는 ‘회복-증진관계척도(Recovery-Promotion Relationship Scale: RPRS, 

2006)'의 타당화 연구(김희정, 2010)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국내 연구에서 활용된 실천관계 척

도들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국내 연구에서 활용된 실천 계 척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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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영(2010)

STAR(Scale To Assess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 

(McGuire-Snieckus et al., 2007) 

12문항

척도의 타당화 연구
Cronbach'α 

0.85

김희정(2010)
회복증진 관계 척도

(Russinova et al., 2006) 24문항
척도의 타당화 연구

Cronbach‘α 

0.96

3.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1) 척도개발과정

본 연구는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으며 <그림 1>에 제시하였다.

1 단계 연구 : 실천관계 개념 정리 및 구성요소파악

ㆍ문헌고찰 : 기존 실천 관계 척도 검토하여 척도의 구성개념 확인

ㆍ지역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포커스집단면접 : 

한국적 관계 특성이 반영되는 구성 요소의 확인

ㆍ전문가 내용 타당도 및 문항의 적절성 검토를 통한 예비문항선정


2 단계 연구 : 척도의 항목과 구성요소의 확인

ㆍ문항분석 : 문항간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문항 조정

ㆍ탐색적 요인분석 : 예비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의 요인구조 분석 

ㆍ신뢰도 검증 ㆍ최종 문항 선정


3 단계 연구 : 개발된 척도의 요인구조 적합성 평가

ㆍ2단계 연구에서 선정된 최종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성 평가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이론적 

요인구조의 안정성분석

ㆍ공인타당도 검증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 정신장애인 용 제시

<그림 1>  한국형 실천 계 척도 정신장애인 용 개발 차

1단계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생각하는 사례관리자와의 실천관계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기존 관계 척도 등의 고찰을 통해 공통개념을 파악하고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다. 또한 지역정신보건서

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상으로 3차에 걸친 FGI를 실시하였다. FGI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그들의 목소리로 표현한 실천관계 내용을 문항화하고, 이와 함께 기존문헌연구를 통해 파악된 실천관

계 척도들의 공통적인 문항들을 포함하여 예비문항을 만들었다. 이를 전문가(정신보건사회복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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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교수 2인 및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인 지역정신보건 실무자 2인) 및 정신장애인의 검

토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2단계에서는 선정된 예비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형 실천관계 정신장애인용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토를 위해 실증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 연구에서 선정된 최종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탐

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이론적 요인구조의 안정성 분석 및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한국어판 치료적관계척도(STAR-K)와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공인타당도를 

평가하였다.

2) 자료분석방법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Cronbach' αlpha값을 평가하였다. 또한 척도의 각 문항이 척도구성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문항

의 총점과 각 문항의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측정하는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형 실천관계척도의 구성개념 타당화를 위한 교차타당화(cross-validation)방식을 적

용하였다. 교차타당화는 한 표집자료의 타당도 결과를 다른 표집자료에 적용하는 기법으로 두 표집자

료의 타당도가 유사하게 나타났을 경우 표집자료의 특성에 기반하여 타당도를 일반화하는 방식이다

(탁진국, 2007).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569개의 표본 수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561개의 

표본에 해 무작위표본추출(random sampling)방식을 사용하여 두 개의 표본으로 구분하였다. 281개

의 표본에 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고, 나머지 280개 표본에 해서는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9.0 프로그램과 AMO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4. 연구 1 :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의 예비문항 개발

1) 문헌고찰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의 구성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실천관계를 

측정하는 표적 척도들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만성정신질환자를 상으로 활용되어 온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의해 CALPAS(California Psychotherapy Alliance Scale), 

WAI(Working Alliance Inventory), STAR(Scale to Assess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VTAS(Vanderbilt Therapeutic Alliance Scale), HAq-Ⅱ(Penn-HAS개정판), BLRI(The 

Barret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 ARM(The Agnew Relationship Measure), 회복-증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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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Recovery-Promotion Relationship Scale: RPRS) 7개의 실천관계척도를 고찰하였다. 기존척도에 

관한 문헌고찰을 통해 공통적인 실천관계 개념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각 문항들을 검토하여 각 척

도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2) 정신장애인 대상의 포커스집단면접

기존의 실천관계척도에 관한 문헌고찰과 더불어 정신장애인을 상 FGI를 통한 실천관계 구성 지

표를 파악하였다. 기존의 실천관계척도들이 외국에서 개발되어 활용되어 온 척도들로 우리의 상황과

는 다른 맥락에서 개발되고 적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외(2006)는 척도의 오남

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척도가 만들어진 문화적 맥락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문

화적인 민감성 없이 외국의 척도를 무비판적으로 활용할 경우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

서 실천관계 역시 그 척도가 사용될 사회의 환경 및 사례관리자와 정신장애인간의 관계에 한 우리 

사회가 지닌 문화적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인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실천관

계의 개념과 지표구성을 위해 지역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상으로 세 차례의 

포커스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상자들은 지역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의 추천을 통해 이루

어졌다. 

1차 FGI는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2차 FGI는 지역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지역정신보건센터의 경우 한 사례관리자가 평균 100여명

에 달하는 정신장애인을 담당하다보니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 때문인지 참가자들

의 실천관계에 한 진술내용이 매우 빈약하여 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수집되지 못

한 관계로 취업 정신장애인 3명을 상으로 FGI 3이 추가로 진행되었다. 포커스집단 참가자의 인적사

항은 <표 3>과 같다.

FGI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인 정신장애인이 사례관리자와 좋은 관계라고 인식하고 느끼게 되는 경

우, 어떠한 실천관계가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반면에 사례관리자의 어떤 태도, 행동, 

말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관계라고 지각하게 되는지를 주요 질문으로 해서 실천관계에 한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들을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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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I 성명 성별 나이
이용하고 있는 정신보건기관 

및 서비스 이용기간

1차

맹** 남 27세 H사회복귀시설이용 7년

윤** 여 46세 H 사회복귀시설 6년

이** 여 42세 H사회복귀시설 3년/S사회복귀시설 4년

안** 남 42세 S지역정신보건센터 6년/E사회복귀시설 3년

하** 여 25세 S사회복귀시설 4년

임** 남 35세 E사회복귀시설 3년

2차

김** 여 39세 S지역정신보건센터 6개월

김** 남 41세 S지역정신보건센터 1년 6개월

나** 남 40세 G지역정신보건센터 10년

서** 여 22세 N지역정신보건센터 6개월

강** 여 39세 E지역정신보건센터 3년

3차 

김** 남 40세 L사회복귀시설 취업회원

정** 남 39세 L사회복귀시설취업회원

정** 남 35세 L사회복귀시설취업회원

<표 3>  포커스집단면  참가자

면담내용은 참가자들의 동의하에 녹음하여 전사하였고 연구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실무경력을 지

닌 사회복지학 박사, 석사졸업생이 함께 분석하였다. 포커스집단면접에서 나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실

천관계에 적합한 개념들이 발견되었다. 이를 공통적인 범주로 묶어서 실천관계 구성요소로 구성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포커스집단면접에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몇가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정신

장애인에 한 사례관리자의 돌봄의 성격을 “가족같이 돌보아 준다”, “가족처럼 끈끈하다”와 같이 관

계의 성격에 있어서 “가족처럼”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였다. 또한 공적이면서도 비공식적, 사적 관

계 측면의 반영을 긍정적 실천관계로 제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즉, “사례관리자는 公的인 知人”인 

것 같다는 표현이나 “사례관리자의 경조사나 일상사에 해서 나눌 수 있다” 등 사례관리자의 사적인 

생활이나 개인정보의 적절한 공개에 해서 긍정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었다. 즉 관계의 비공식성과 

일상성( Ribner and Knei-paz, 2002; Beresford and Adshead, 2008; 임정현, 2011: 75에서 재인용)을 

원하는 것으로 외국척도의 문항들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즉, 정신장애인들은 사례관

리자와의 실천관계에서 다소 사적인 유 감을 공유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에 한 바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에 한 명확한 경계를 바람직한 실천관계로 

보는 서구 실천관계의 지향과는 다소 다르게 접근해야 함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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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포커스집단면 에서 악된 한국형 실천 계 구성요소들

구성요소 범 주 내  용

정서적
유대

친절 자상하다. 친절하다. 

친 감
친하고 사이좋고 가깝다. 서로 마음이 잘 맞는다.
가족같이 끈끈한 정이 느껴진다, 자식같이 대해준다

존중
나를 아껴준다, 나를 존중해준다, 나의 상황을 배려해준다.
인간적으로 대한다. 내 의견을 잘 들어주고, 물어봐준다.

수용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 

평가보다는 수용적인 자세를 우선적으로 취한다.
정신장애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준다.

개별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준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다.

신뢰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준다. 

의지할 수 있다, 비 보장.

의사소통 상호 의사소통이 잘 된다.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심리적 거리
공적인 지인관계-서로 친 하지만 회원과 치료자간에 경계가 
존재한다. 회원과 사회복지사간의 적정거리를 유지한다.
사회복지사도 적절한 자기노출을 한다(자기개방).

전문가
기여
혹은 
전문성

민감성
(공감과 
배려)

나의 마음을 잘 읽어준다. 말하지 않아도. 

나의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파악하고 도움을 제공해준다.
공감, 진정성(진심으로 걱정, 위로, 힘이 되어준다).

전문적 소양
일에 대한 소명감, 사명의식이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태도.

정보제공
적절한 자원연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치료동향이나 희망적인 사례 등에 대해 알려준다.
약물이나 정신과 증상 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도움을 준다.

지지
지지해준다. 재활과정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준다.
나의 권리를 대변하고 옹호해준다.

강점을 발견하고 확인해준다.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칭찬
장점들을 인정하고 칭찬해준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칭찬을 한다.
사례관리자는 내가 잘못하는 경우 따끔하게 지적해준다. 

협력적 작업 
혹은 

협력적 관계

동등한 관계
와 협력적 
작업관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함께 의논하고 진행해나간다.
목표를 세우고 진행할 때 함께 논의한다. 

자기결정권 중시, 같은 공간사용, 동등한 호칭의 사용.
회원만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회원이 도움
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부정적 
실천관계

권위적인 
태도

의견이 다를 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다.

눈치를 보게 된다. 내말을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는다.
회원의 입장이 아닌 기관의 입장을 내세운다.
비 보장을 위배한다, 거리감이 있다(관계의 선을 그어버림).

무관심
무관심하다. 소극적, 사무적, 형식적이다.

내가 필요할 때 없다.

동정
나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대한다(회원을 도움을 받아야만 되
는 존재로 불쌍하게 생각한다).
회원을 성인으로 존중하지 않고 아이처럼 대한다.

편견
회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회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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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사회복귀시설(개소) 권역 사회복귀시설(개소)

서울 5 전주 및 전북권 2

경기 및 인천 7 대구 및 경상권 4

대전 및 충청권 5 부산 및 경남권 4

광주 및 전남권 3 제주 및 강원 2

합계 32

기존문헌연구를 통해 파악된 실천관계 척도들의 공통적인 요소와  3차에 걸친 FGI를 통해 정신장

애인들이 그들의 목소리로 표현한 실천관계 내용을 반영하여 정서적 유 , 협력적 작업, 전문가 기여, 

부정적 실천관계 4개의 하위 개념으로 구성된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를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실무

경험을 가진 정신보건전공 사회복지학과 교수 2인 및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인 실무자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으며, 정신장애인 2명의 검토를 받아 다소 모호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문항들을 수

정하여 최종 43문항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5. 연구 2 : 요인분석 및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최종 선정된 예비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상은 본 연

구에 협조를 동의한 전국 32개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상으로 2012.11월 5일~24일 

3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우편조사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600부의 설문이 배포되었고 

569개의 설문이 회수되었다(회수율 94.8%). 조사기관은 가능한 전국에 분포된 사회복귀시설의 지역

별 숫자를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골고루 안배되도록 선정하였다. 

<표 5>  조사기  황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의 성별은 남성 359명(64.0%), 여성 202명(36.0%)으로 남성 이용자가 더 많았으며 연령

은 20세 미만이 3명(1.2%),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107명(19.1%),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68명

(29.9%),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187명(33.3%), 50세 이상이 87명(15.5%), 60세 이상이 9명(1.6%)이

었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이 474명(84.5%)로 비교적 이용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450명(80.4%)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조사 상자들이 지닌 정신장애 특성으로는 주요 진단은 정신분열병이 415명(74.0%)으로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분열형 정동장애, 조울증, 우울증 순이었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 미만이 

98명(17.5.%), 1년 이상 3년 미만이 145명(25.9%), 3년 이상의 장기이용자가 전체의 57.9%를 차지하

고 있었다. 현재의 사례관리자가 담당자로 유지하고 있는 기간으로는 3년 미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

었다. 조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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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N=561)

응답자의 특성  명 % 응답자의 특성 명 %

성별
남성 359 64.0

학력

무학 1 2.0

여성 202 36.0 초졸 29 5.2

연령

20세 미만 3 5 중졸 54 9.6

20세~29세 107 19.1 고졸 299 53.3

30세~39세 168 29.9 전문대졸 83 14.8

40세~49세 187 33.3 대졸 85 15.2

 50세~59세 87 15.5 대학원 이상 7 1.2

60세 이상 9 1.6 무응답 3 0.5

결혼

상태

미혼 451 80.4

진단
명

정신분열 415 74

기혼 45 8.0 분열정동 23 4.1

이혼 48 8.6 조울증 39 7.0

사별 9 1.6 우울증 51 9.1

기타 8 1.4 기타 33 5.8

현재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98 17.5
현재 
사례
관리
자와 
유지
기간

1년 미만 191 34.0

1년 이상 3년 미만 145 25.9 1년 이상 3년 미만 178 31.7

3년 이상 5년 미만 108 19.3 3년 이상 5년 미만 89 15.9

5년 이상 10년 
미만 146 26.0 5년 이상 10년 

미만 71 12.5

10년 이상 55 9.9 10년 이상 12 2.2

무응답 9 1.6 무응답 20 3.6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는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 정신장애인 용에 한 요인분석을 위해 총 표본 수 561에 해 무

작위표본추출(random sampling)방식을 사용하여 두 개의 표본으로 구분하였다. 즉 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해 표본 수 281개에 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요인구조를 추출하였으며, 나머지 280개의 

표본에 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이론적 요인구조를 토 로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

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최종 선정된 예비문항들 중에 전체척도의 총합과 문항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개별문항과 척

도간의 상관관계가 최소 .30 이상(r≧.30)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Streiner and Norman, 1995: 김용석 

외, 2007: 97에서 재인용)에 따라 전체 합과 각 문항의 상관계수가 .30 이하인 문항은 내적일치도를 

낮추므로 삭제하였다.2) 이들 문항은 부분 부정적인 실천관계에 한 내용으로 이는 척도연구들에

서 부정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들이 전반적으로 상관관계가 낮게 나오는 결과들과 유사했다.

 요인분석과정에서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가 .95로 나타났으며, 

2) 전체 합과 각 문항의 상관계수가 .30 이하로 삭제된 문항
WRS 5(.129) 사례관리자는 나와 의견이 다를 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다.

WRS 13(.229) 나는 내게 중요한 몇 가지는 사례관리자에게  털어놓지 않고 있다.

WRS 26(.236) 사례관리자는 나와 관련된 일에 해서 나보다 나의 가족과 주로 의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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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모형   df p RMSEA

2요인 1118.543 463 .000 .070

3요인 834.148 432 .000 .054

4요인 709.957 402 .000 .052

Bartlett's test 결과는 p<.000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방법으로

는 수집된 자료를 표본이라고 가정하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를 사용하였다(김주환 외, 2009). 또한 요인회전은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는 사각회

전(Direct Oblimi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 척도개발이라는 점에서 일반 연구보다는 다소 엄 성을 고려하여 요인적재치가 .40이하

인 문항들과 요인 부하량이 여러 요인에 높게 교차적재되는 문항은 삭제하였다.3) 요인의 수를 결정하

는 기준으로는 고유치(eigenvalue> 1이상, 누적변량비율, 스크리 검사, 그리고 최 우도법에서 카이제

곱과 적합도 지수4)를 함께 고려하였다.

첫 번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1.0 이상의 요인은 4개가 나왔으나 실제로 4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이 한 문항 뿐이었고, 스크리 검사상 3요인에서 4요인부터 완만해지고 있었다. 정확한 요인수의 

결정을 위해 최 우도법에서 카이제곱과 적합도를 통해 적합한 요인의 수를 평가해보고자 2요인, 3요

인, 4요인에 한 모형적합도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요인모형의 합도

최 우도법에서 카이제곱과 적합도를 가지고 요인수를 결정할 경우 적합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점이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시점이다(김주환 외, 2009). 따라서 3요인 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준다. 

요인추출을 3요인으로 지정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을 보면 모든 문항들은 

요인부하량이 .6 이상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요인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탐색적 요인분석과정을 통해 

최종 33문항으로 정리되었다. 

 요인 1은 전문가의 실천활동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들로 ‘전문가 기여’요인으로 명명하였으

3) 적재치 .4 이하로 삭제된 문항
   WRS-9(.286)  사례관리자는 나의 작은 증상변화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WRS-11(.353) 나는 사례관리자와의 면담시간이 아깝다고 느낀 적이 있다.

   WRS-12(.371) 나는 나의 생각과 느낌을 사례관리자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WRS-20(.366) 사례관리자는 나를 사무적으로 한다.

   WRS-31(.227) 사례관리자는 내가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 내가 기분나빠 하더라도          
          솔직하게 표현한다.

   WRS-35(.384) 사례관리자는 나에게 지지적이다.

   WRS-42(.343) 나도 사례관리자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

4) 카이제곱검증은 최 우도법을 사용할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SPSS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시되
는 카이제곱값과 자유도를 가지고 다음의 공식에 따라 RMSEA값을 계산해 낼 수 있다.

    RMSEA=





 FO=Max{F-


,0} F=


(김주환 외, 2009: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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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요인

1
전문가 
기여

2
부정적 
실천관계

3
정서적 
유대

WRS-34
사례관리자와 나는 내게 유익한 변화가 어
떤 것들인지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

.831 .192 -.675

WRS-38
사례관리자는 내가 무엇인가 도전하고 성
취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827 .281 -.660

WRS-33
사례관리자는 나에게 나의 문제를 바라보
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준다.

.793 .118 -.558

WRS-22
사례관리자는 나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을 북돋아 준다.

.787 .261 -.659

WRS-40
사례관리자는 내가 정신장애를 이해하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784 .255 -.589

WRS-41
사례관리자는 나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783 .190 -.606

WRS-43
사례관리자는 나의 권리를 대변하고 옹호
해준다.

.753 .192 -.602

WRS-27
사례관리자와 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함께 의논하여 진행해나간다. 

.710 .181 -.543

WRS-28
사례관리자와 나는 함께 의논하여 나의 회
복(혹은 재활) 목표를 세운다.

.706 .272 -.502

WRS-25
사례관리자는 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나
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704 .291 -.688

WRS-19
사례관리자는 나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해준다. 

.703 .196 -.564

WRS-16
사례관리자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

.697 .190 -.628

WRS-21 사례관리자는 나를 인정해준다. .676 .220 -.667

WRS-36

나는 드러내기 두렵거나 창피한 나의 사적
인 문제도 사례관리자에게 편안하게 이야
기할 수 있다.

.670 .136 -.508

WRS-14
사례관리자와 나는 평소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나눌 정도로 친하다.

.669 .136 -.602

WRS-37
사례관리자는 나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비
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

.640 .268 -.526

WRS-23 사례관리자는 우리가 서로 동등한 관계로 .636 .245 -.624

며 총 18문항이 해당되었다. 또한 요인 2의 경우 ‘부정적인 실천관계’ 요인으로 5문항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3요인의 경우는 사례관리자와 정신장애인간의 정서적 친 감을 파악하는 내용들로 ‘정서적 유

’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10문항 이었다. 세 요인이 설명하는 누적변량은 54.8%였다. 

 <표 8>  탐색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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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지게 대한다.  

WRS-29
사례관리자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면담이 가능하다

.630 .312 -.540

WRS-30 사례관리자는 때때로 나를 눈치 보게 한다. .218 .799 -.224

WRS-24
사례관리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서 나의 행동을 지나치게 간섭한다.

.213 .774 -.281

WRS-32
사례관리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243 .730 -.344

WRS-39
사례관리자는 나를 성인으로 존중하지 않
고 아이처럼 대한다. 

.205 .675 -.280

WRS-18 나는 사례관리자에게 거리감이 느껴진다. .267 .665 -.314

WRS-10 사례관리자와 나는 서로 신뢰한다.  .631 .202 -.808

WRS-6 사례관리자는 나를 한 인격체로 존중해준다. .619 .294 -.803

WRS-7 사례관리자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644 .312 -.793

WRS-2 사례관리자와 나는 서로 마음이 잘 맞는다. .591 .349 -.771

WRS-4 사례관리자는 나를 가족같이 돌보아준다. .574 .333 -.758

WRS-8
사례관리자는 언제든지 내가 도움이 필요
할 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634 .311 -.753

WRS-1 사례관리자는 나에게 다정하고 친절하다. .539 .403 -.720

WRS-3 사례관리자와 면담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다. .571 .258 -.678

WRS-17
사례관리자는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진심
으로 걱정하고 위로해 준다.

.646 .395 -.656

WRS-15
사례관리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
음과 상황을 잘 알아차린다. 

.574 .048 -.613

고유치 14.551 2.450 1.102

변량(%) 44.093 7.425 3.340

누적변량(%) 54.858

(3) 확인적 요인분석

분석에 앞서 측정변수들의 정규성 검토를 하였으며 왜도지수가 절 값이 2보다 크거나 첨도지수의 

절 값이 7 이하로 문제가 없었다(West et al., 1995: 배병렬, 2009; 191에서 재인용).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3요인 구조에 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에 의하면 

탐색적 요인에서 확인된 3요인 구조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에 

한 문항들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표준화 적재치도 0.5 이상으로 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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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Estimate S.E C.R P
표준화된 
회귀계수

요인 1

WRS-43 1.000 .743

WRS-41 1.140 .085 13.398 *** .774

WRS-40 1.068 .081 13.147 *** .760

WRS-38 1.166 .082 14.263 *** .818

WRS-37 .910 .083 10.953 *** .645

WRS-36 .999 .092 10.901 *** .641

WRS-34 1.122 .080 13.958 *** .802

WRS-33 1.092 .084 13.074 *** .758

WRS-29 .913 .082 11.166 *** .656

WRS-28 1.027 .087 11.765 *** .690

WRS-27 .987 .083 11.926 *** .696

WRS-25 1.029 .083 12.434 *** .724

WRS-23 .927 .080 11.531 *** .675

WRS-22 1.049 .077 13.558 *** .781

WRS-21 .880 .073 12.092 *** .705

WRS-19 .995 .083 11.929 *** .697

WRS-16 .945 .080 11.841 *** .693

WRS-14 .937 .081 11.508 *** .674

요인 2 WRS-24 1.000 .760

WRS-39 .953 .093 10.250 *** .647

WRS-32 1.029 .091 11.370 *** .718

WRS-30 1.174 .095 12.416 *** .787

WRS-18 .997 .089 11.194 *** .706

요인 3 WRS-1 1.000 .719

WRS-2 1.071 .085 12.641 *** .770

WRS-3 1.035 .090 11.466 *** .701

WRS-4 1.037 .085 12.131 *** .740

WRS-6 .937 .074 12.582 *** .767

WRS-7 1.016 .080 12.768 *** .778

WRS-8 1.059 .086 12.351 *** .753

WRS-10 1.143 .089 12.896 *** .786

WRS-15 .926 .093 9.988 *** .611

WRS-17 .965 .086 11.162 *** .683

<표 9>  확인  요인분석

또한 3요인 모형의 적합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카이자승치에 의한 합치도 평가가 

표본 수에 민감한 점을 고려하여 카이자승치를 자유도로 나눈 수치(CMIN/df)가 3이하일 때 모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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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CMIN DF P CMIN/DF TLI CFI RMSEA

 3요인모델 1054.942 492 .000 2.144 .888 .901 .064

신뢰도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전체 신뢰도 .961 33

요인 1 .952 18 

요인 2 .830 5 

요인 3 .914 10 

용이 가능하다는 기준(Kline, 1998)에도 부합하였으며, TLI는 .888로 다소 낮았지만 CFI .901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절 적합도지수인 RMSEA 역시 .064로 양호하였다.

<표 10>  모델 합도5)

(4) 신뢰도 검증

개발된 지역정신보건서비스에서 활용할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 정신장애인 용(Working 

Relationship Scale: WRS)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알파계수방법과 문항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별문항과 총점간의 상관계수의 범위는 .40 - .75로 나

타나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lpha는 .96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요인 1 전문가 기여의 경우 Cronbach's αlpha는 .95, 요인 2 부정적인 실

천관계의 경우 .83, 요인 3 정서적 유 의 경우 .92로 하위요인별 신뢰도도 높게 나타났다.

<표 11>  한국형 실천 계 척도 정신장애인 용 신뢰도

(5) 공인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어판 치료적 관계

척도(STAR-K) 정신자애인 용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해 보았다. 여러 척도가운데  STAR-K를 사용한 

이유는 지역정신보건현장에서 사례관리자와 정신장애인간의 실천관계를 측정하는 척도로 특별히 개

발되어 본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와 동일한 실천현장과 클라이언트를 상으로 한다는 점과 특히 국내

에서 타당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른 척도들에 비해 가장 유사한 개념을 지향하는 척도로 평가되

기 때문이다. STAR-K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12>와 같이 r= .85(p<.001)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5) 본 연구는 모델 적합도 지수 중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고려하여 상 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 그리고 절 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였다(김주환, 2009).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이고 RMSEA<.05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RMSEA<.08이면 괜찮은 적
합도(reasonable fit), RMSEA<.10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RMSEA>.10이면 나쁜 적합도
(unacceptable fit)를 나타낸다.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 정신장애인 용 개발 연구  257

 STAR-K WRS

STAR-K 1 .850***

WRS .850*** 1

***p<.001

STAR-K

전체

STAR-K 요인 

1(긍정적 협력)

STAR-K 요인 

2(긍정적 

전문가기여)

STAR-K 요인 

3(비지지적 

전문가 기여)

WRS요인 1

(전문가기여)
.833*** .830*** .731*** .165***

WRS요인 2

(부정적인 실천관계)
.492*** .326*** .192*** .653***

WRS요인 3

(정서적 유대)
.730*** .701*** .602*** .253***

있어서 공인타당도를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표 12>  STAR-K와 WRS의 상 계 분석결과

또한 STAR-K 전체척도와 WRS척도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도 .492~.833였고, 요인들간의 상관

관계도 WRS척도의 요인 2인 부정적인 실천관계요인과 STAR-K의 비지지적 전문가 기여요인의 경

우 역문항으로 두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653(p<.001)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나머지 두 하위 요인들간

의 상관관계 역시 .602 ~ .830(p<.001)으로 요인들간의 상호연결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13>  STAR-K와 WRS의 요인별 상 계 분석결과

*** p<.001

6.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지역정신보건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 정신장애인 용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천관계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척도들을 한 문헌고찰과 함께 지역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

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상으로 포커스집단 면접을 실시하여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의 구성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문헌 연구와 포커스집단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43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여 

전문가와 정신장애인의 검토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고, 지역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

애인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258  한국사회복지학 제65권 제 3 호

으며 최종 33문항의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가 개발되었다.

넷째,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요인구조가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적합한지 분석한 결과 모델의 

적합도와 요인구조가 확인되었고 신뢰도와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한국형 실천관계척도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실천관계 개념의 탐색에서 특히 외국의 실천관계척도

의 내용들과 비교할 때 더 강한 사적 유 관계, 더 나아가 ‘가족처럼’이라는 표현이 강조될 정도의 친

감과 돌봄의 성격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라는 공적

관계로 만나서 실천관계를 맺지만 개인의 일상을 나누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례관리자의 사적 정보의 

공유나 적절한 개방을 통해 더 친 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지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비공식적, 사적 

관계로서의 친 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정신보건의 실천과정에서 한국인의 정(情)을 

고려해야 한다는 최명민(2008)의 지적과 맞닿아 있다. 한국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정 관계를 통

해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정서적 의지를 찾는다는 것이다. 즉 한국인들에게 정 관계의 상은 곧 유사

가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최상진ㆍ이장주, 1999: 최명민, 2008: 362에서 재인용) 점에서 사례관리자

에게 기 하는 관계 역시 가족수준의 높은 친 감이며, 다소 모호한 경계를 유발하는 관계성에 더 가

치를 두고 사는 한국인의 특성(최명민, 2008)이 실천관계에도 그 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실천관계의 구성요소로 정서적 유 , 상호협력적 작업관계, 전문적 기여, 부정적 실천관계 등

으로 파악하고 문항을 구성하였지만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상호협력적 작업관계를 반영하

는 합의, 동의, 협력, 파트너십 등의 개념은 전문적 기여와 구분되지 못하고 한 요인으로 묶이는 점이

다. 이는 한국어판 치료적관계척도 STAR-K의 타당화 연구를 진행한 권자영(2010)의 연구결과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원척도에서 구분되었던 긍정적 협력요인과 긍정적인 전문가 기여요인이 구

분되지 못하고 한 요인으로 나타났었다. 정신장애인의 실천관계 경험은 최근 지역정신보건서비스가 

내세우는 회복지향, 당사자주의, 임파워먼트 접근 등을 통해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수동성을 지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례관리자와 동등한 협력이나 의사결정, 파트

너로서의 협력관계 등이 별도의 요인으로 구별될 정도로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

다. 이는 “사례관리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나의 행동을 지나치게 간섭한다.”, “사례관리자

는 나를 성인으로 존중하지 않고 아이처럼 한다” 등의 부정적인 실천관계를 표현한 문항들을 통해

서도 잘 드러난다.

개발된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의 활용과 관련된 실천적 함의로는 첫째,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의 개

발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실천관계에 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정신보건서비

스 성과의 핵심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정신장애인과 사례관리자간의 실천관계를 파악하는데 본 척도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민감하게 관계에 반응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 실천관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훈련의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서비스 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천 

관계의 덕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됨으로써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관계형성기술에 한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할 수 있고 효과적인 실천관계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 교육과 같은 정신보건전문가들의 교육현장과 연계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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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분야에서 실천관계를 다루는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천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연구

가 제 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적합한 측정도구가 없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므로 

정신보건서비스에서 다양한 성과의 기여요인으로서, 다양한 선행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효과, 매개효

과 및 조절효과 등 실천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현

재 공공사례관리를 포함하여 사례관리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에서 가장 다루기 힘

들고 어려운 사례관리 상자로 꼽고 있는 정신건강문제를 지닌 상자와의 실천관계 형성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및 관련된 연구들을 활성화하는데 확장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천관계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는 양자간의 쌍방향적인 면을 고려하여 후속연

구과제로 사례관리자용 실천관계척도 역시 개발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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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Working Relationship Scale

Kwon, Jayoung

(Semyung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in order to develop and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Working Relationship Scale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 which 

measures the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a mentally disabled person and his or 

her case manager. The first step taken to develop this scale was to construct sample 

items for the Working Relationship Scale using literature research and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who use local mental health services. 

Secondly, mentally disabled people were surveyed with these sample items and two 

professors from the department of social work who specialize in mental health 

social work and two licensed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working in the 

community mental health field reviewed these sample items to select and compile a 

final version of the scale. Lastly, the scale’s reliability and validity was verified 

through an empirical study of 569 mentally disabled persons who surveyed the final 

selection of items. An explan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sample items can 

be grouped into three factors. Factor 1 is ‘Professional Contribution Factor,’ which is 

related to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the case manager; Factor 2 is ‘Negative 

Working Relationship Factor’; and Factor 3 is ‘Emotional Bond Factor,’ which 

measures the intimacy between the case manager and the mentally disabled person. 

A confirmatory analysis of the three-factor format that was discovered in the 

explanatory factor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the rest of the randomly divided 

data, which showed that the model demonstrated a goodness-of-fit. The convergence 

validity between similar concepts appeared to be appropriate as well. Based on 

these results, the Korean Version of Working Relationship Scale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 consisting of a final 33 items is developed and proposed and its 

implications in social work are discussed. 

Key words: Community Mental Health,  Working Relationship, Development 

of Scale, Mentally Disabl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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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내    용

1 사례관리자는 나에게 다정하고 친절하다.

2 사례관리자와 나는 서로 마음이 잘 맞는다.

3 사례관리자와 면담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다.

4 사례관리자는 나를 가족같이 돌보아준다.

5 사례관리자는 나를 한 인격체로 존중해준다.

6 사례관리자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7 사례관리자는 언제든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8 사례관리자와 나는 서로 신뢰한다.  

9 사례관리자와 나는 평소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나눌 정도로 친하다.

10 사례관리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알아차린다. 

11 사례관리자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

12 사례관리자는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 준다.

*13 나는 사례관리자에게 거리감이 느껴진다. 

14 사례관리자는 나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15 사례관리자는 나를 인정해준다. 

16 사례관리자는 나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아 준다.

17 사례관리자는 우리가 서로 동등한 관계로 느껴지게 대한다.   

*18 사례관리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나의 행동을 지나치게 간섭한다.

19 사례관리자는 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나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20 사례관리자와 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함께 의논하여 진행해나간다. 

21 사례관리자와 나는 함께 의논하여 나의 회복(혹은 재활) 목표를 세운다.

22 사례관리자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면담이 가능하다

*23 사례관리자는 때때로 나를 눈치 보게 한다.

*24 사례관리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25 사례관리자는 나에게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준다.

26 사례관리자와 나는 내게 유익한 변화가 어떤 것들인지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

27
나는 드러내기 두렵거나 창피한 나의 사적인 문제도 사례관리자에게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28 사례관리자는 나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비 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

29 사례관리자는 내가 무엇인가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30 사례관리자는 나를 성인으로 존중하지 않고 아이처럼 대한다. 

31 사례관리자는 내가 정신장애를 이해하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2 사례관리자는 나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33 사례관리자는 나의 권리를 대변하고 옹호해준다.

<부 록>  한국형 실천관계 척도 - 정신장애인용

* 5점 리커트 척도:  ①전혀그렇지 않다 ②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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