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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에서의 영성에 관한 연구 경향

차 유 림*
<요 약>
인간은 생리적-심리적-사회적-영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전체로서 이해되어야하는 존재이다. 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사회
복지학계에서 발표된 영성관련 선행연구들의 연구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이후 연구의 발전방향에 대
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총 101편의 선행연구 분석 결과, 사회복지학계에서 발표되는 영
성에 대한 연구의 수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목적은 크게 영성에 대한 개념 논의,
사회복지사 차원과 영성, 당사자 차원과 영성 등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차원과 관련
해서는 영성이 사회복지사 개인 및 조직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가 진
행되고 있고, 당사자 차원과 관련해서는 영성과 기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문헌연구방법과 양적연구방법, 질적연구방법
이 모두 활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질적연구방법을 사
용한 연구는 매우 작은 수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학에서 영성과 관련된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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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성의 개념이 학문 영역에서 중요하게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포스트모더니
즘 사상이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던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의 개념을 규정할 때 영성을 첨가하여 논의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김
용환 외, 2009). 인간의 삶과 적응에 종교성 혹은 영적차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예전
부터 강조되어 왔는데(Crawford, 1989),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종교학이나 신학에서 주로 다루
어졌던 영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사회복지학, 심리학, 정신보건학,
간호학 등의 학문적 영역에서 탐색되고 있다(Liu & Robertson, 2011; Morgan, Berwick, & Walsh,
2008).
인간은 생리적-심리적-사회적-영적(bio-psycho-social-spiritual) 측면을 포함하는 전체로서 이해되어
야하는 존재이다(이혜정, 2002).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학문인 사회복지학계에서 영성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종교 및 영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사회사업교육협의회
(CSWE)는 1994년 발표한 교육과정정책성명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의 영성과 신앙적 체
험의 중요성을 수용하고, 사회사업학사(BSW)와 사회사업석사(MSW) 실천교육과정에 영성 및 신
앙에 관련된 과목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한 바 있다(양혜원, 2007). 2008년도에는 사회복지교육정
책과 인가기준을 통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중요시되는 윤리적 원칙들, 당사자의 다양성, 특히
종교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영적 발달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이라는 측면
에 있어서 당사자 체계에서 발견되는 종교성과 영성이 사회복지 교육의 목적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도승자, 2013).
한국의 경우, 영성에 관한 연구는 사회복지학계 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00년대
들어 한국기독사회복지학회,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영성과 사회복지학회 등의 학술단체와 개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오정영(2009)은 최근 사회복지 전문직 내
부에서 영성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이는 영적감수성지향의 사회사업 운동을 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소정
(2014)은 사회복지 연구와 실천 영역에서 영성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영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성신

․

․

형 김성호(2016)는 급격한 인구 사회학적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적 신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
해 사회복지가 담당해야할 영역을 연구하면서 공유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경제공동체 만들기,
느슨한 가족공동체 형성하기와 더불어 영성이 바탕이 된 건강한 영성공동체 마련하기를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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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제시하는 등 사회복지학계에서 최근 들어 영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영적으로 통합된 다차원적인 존재라고 본다면, 사회복지
학을 포함한 휴먼서비스 학문분야에서 영성개념을 적용한 연구와 실천을 지속하는 것은 인간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학문발전에도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김용환 외,
2009).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사회복지학계에서 영성에 대해 진행된 연구들의 목적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
까지 국내 사회복지학계에서 발표된 영성관련 선행연구들을 모두 살펴보고, 연구 경향을 파악함
으로써, 이후 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해
당 학문분야에서 기울여온 연구노력의 성격을 가늠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서진환, 2008)는 점에서, 사회복지학에서의 영성 연구 경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본 연
구의 시도는 학문발전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당사
자1)의 삶의 질 역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계에서 영성에 대해 진행된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연구 결과
에 근거하여 이후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복지학계에서 영성에 대해 발표된 연구들은 시기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둘째, 사회복지학계에서 영성에 대해 발표된 연구들은 목적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사회복지학계에서 영성에 대해 발표된 연구들은 방법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영성
영성은 인간 누구나 지니고 있는 내면의 보편적인 본성이며, 영성의 핵심 기능은 회복과 삶의
의미 추구에 있다고 할 수 있다(김도희, 2016).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영성의 중요성이 강조
1)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사용하는 대상자, 클라이언트, 내담자 등의 용어를 ‘당사자’로 통일하여
쓰기로 함. 당사자란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혹은 받으면 좋을 사람’을 칭하는 말로, 사람에 대한 대상화
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덕연(2017) 26쪽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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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영성을 개념화하고,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학적
관점에서는 초월자, 내재자에 대한 확신과 인격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철학적 관점은 우주의
질서와 인간존재에 대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해석에 초점을 둔다. 심리학적 관점은 자신이 정
의한 자신보다 강한 종교적 힘과 관계된 행동이나 진술 그리고 정신적 과정에 초점을 두며, 문
화인류학 혹은 사회학적 관점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개인보다 강하다고 추정되는 능
력이나 힘과 관련된 상징, 신념, 의식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적인 형태에 초점을 둔다.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영성이 사람의 특질이라고 설명한다(유장춘, 2003).
사회복지학계에서 영성에 대해 논의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 한 사람인 Canda는 영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영성이란 본래적으로 가치가 있고 신성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이고 총체적
인 특성이다. 둘째, 영성이란 의미, 도덕성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측면이다. 셋째,
영성이란 개인의 한계를 초월적(transpersonal)인 경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아의 한계와 육체의
경계들을 초월하는 것을 뜻한다. 즉 영성이란 개인이 의미를 추구하고, 자신 및 타인 나아가 신
성하고 궁극적인 실재와의 성숙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 깊은 경험과 활동을 뜻

․

한다(김경미 Canda, 2009). Paloutzian과 Ellison(1982)은 영성을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한다. 첫 번
째는 수직적 차원으로 상위존재인 초월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종교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종교적 영성으로 설명되고, 두 번째는 수평적 차원으로 자신과 타인, 환경과의 관계를 나
타내는 실존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실존적 영성으로 설명된다. 종교적 영성은 인간으로 하여
금 삶의 위기에 대처하도록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실존적
영성은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성은 개인의 삶의 의미
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연결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Morgan, Berwick & Walsh, 2008).
이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영성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영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영성에 대한 이해가 지극히 개인적인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영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다(원지영, 2013). 한
예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연구(Barker & Floersch, 2010)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들은 영성을 개인별로 다르게 정의
내리고 있고, 영성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성과 행동을 통해 표현되
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영성 개념은 연구자의 지향성과 학문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으나,
모든 개인에게 영성이 내재적 자질로 존재한다는 것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김용

․

․

환 최금주 김승돈, 2009). 인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설명하는 생리적-심리적사회적-영
적(Bio-Psycho-Socio-cultural-Spiritual; BPSS) 모델은 인간에게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들을 다
루는 생리적 측면, 정서를 다루는 심리적 측면, 가족, 친구, 사회적 환경 등의 지지체계를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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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측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생각, 삶의 의미나 목적, 종교 등을 다루는 영적 측면이 있
다고 설명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당사자를 이와 같은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파악할 때 개인
의 현재와 과거, 강점, 그리고 자원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특
히 영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요구가 인간의 다양한 요구 중 가장 근본적이며 궁극적인 요구이므
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개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 뿐 아니라 영적인 힘이 어떻
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Sulmasy, 2002). 휴먼서비스분야의 학문연구자
나 임상 실천가들이 인간을 바라볼 때, 신체-심리사회적 모델에서 생리적-심리적사회적-영적모델
로 시야를 확대할 때, 영적인 문제가 타당한 개입의 초점이 되며 당사자의 강점과 약점 및 문제

․

․

를 보다 완전히 이해하는데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다(김용환 최금주 김승돈, 2009).

2. 사회복지와 영성
사회복지학은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하고 개인에 대한 전인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국내 사회
복지 연구에서 영성을 다룬 역사는 길지 않지만 2000년대 이후 영성과 사회복지와의 관련성에
주목하는 연구물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연구를 통해 인간을 몸과 마음, 영의 통합된 주체로 인
식하게 되고, 이를 실천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사자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효
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시도로 볼 수 있다(Hodge, 2011; 원지영, 2013). 이는
기존의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관점으로 제시되고 있으며(Streets,

․

2009), 당사자를 전체론적 전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성적인 관점이 유용하다는 인식이

․

․

대두되기에 이르렀다(김용환 최금주 김승돈, 2009).
많은 연구자들은 영성이 회복과 치유, 적응유연성을 위한 강력한 치료적 자원이라고 주장한
다. 영성은 정서적 위안, 안정감, 생의 구조화와 지침, 정체감, 의미 있는 신앙생활, 공동체의식
등을 통해 당사자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강점이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
복지실천을 통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원지영, 2013).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정의 회복을 위한 주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
는 사회복지실천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신념과 믿음의 체계를 이해하고 숙고하려는 노력이 필
요한데 영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실천은 이를 가능케 하는 강점을 갖는다고 말한다(Gilligan &
Furness, 2006; 이현아, 2003).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 영성은 실천가와 당사자간의 진실된 관계를 촉진함으로써 실천이 지속
되게 하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고(Nash & Stewart, 2005), 중독과 정신건강,
사별 등의 영역에서 영성이 치유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Kissman & Maurer, 2002). 즉
영적발달측면을 다루지 않고는 인간을 이해하려는 모든 노력들은 모두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

- 233 -

복지상담교육연구(제6권 제2호)

에 없는 것이다(Benson, Roehlkepartain & Rude, 2003).
사회복지와 영성의 관계에 대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사회복지는 역사적으
로나 철학적으로 영성과 연결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는 초기 사회복지사들이 영성에 영향을 받아

․

실천이 확장되었으며, 철학적으로는 사회복지와 영성 모두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치유와 회복
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가치와 지향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성
을 다룰 필요가 있다(Canda & Furman, 1999). 둘째, 사회복지와 영성은 각각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영성은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위한 행동으로의 연계 역시 강조하기
때문에 미시적 차원의 사회복지 실천이 간과할 수 있는 사회 변화와 관련된 개인과 지역사회
수준의 특징들을 자세히 살필 수 있도록 돕는다(Bullis, 1996).
이와 같이 사회복지학과 영성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당사자에 대한 전인적인 이해를 위
해서는 영성에 대한 탐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계에서 영성에 관한 연
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앞으로의 연구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
다. 따라서 사회복지학에서의 영성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함의를 논의하려는 본 연구의
시도는 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복지학계와 실천현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국내 사회복지학에서 영성에 대해 진행된 선
행 연구들을 국회도서관 검색엔진과 KISS(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를 데이터
베이스로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관련
학과(사회복지학과, 기독교사회복지학과,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목회전문대학원 사회복지전
공)의 학위 논문,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이 발행 학회명에 포함되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연구자의 소속이 사회복지학과 및 사회사업학과인 논문을 검색 대상에 포함하였다. 둘째, 원문
검색이 가능한 논문을 포함하였다. 셋째, “사회복지”, “영성”, “Spirituality”, “영적안녕감”을 주제어
로 포함한 논문을 포함하였다. 영적안녕감을 주제어로 포함하여 연구 대상을 검색한 근거는 오

․

윤수 정현태의 연구(2013)에서 지적 한대로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영성에 대한 연구
는 저조한 반면, 대다수의 연구가 영성관련 측정도구나 영적안녕감 척도를 번안한 후 측정한 실
증적 연구라는 점, 둘째, 영적안녕감 척도를 이용한 연구를 하면서 영적안녕과 영성이라는 용어
가 혼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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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여 연구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총 101편의 선행연구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
가운데 학위논문이 53편, 학술논문이 48편으로 나타났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방법은 기존 문헌자료를 평
가하고 해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연구 분석 방법으로, 문헌을 통해서 장기간의 종단
연구가 가능하며, 특정 현상에 대한 과거 및 현재의 실태를 분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뿐

․

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연구의 틀을 제시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문헌연구를 통해 동향 분석 연구를 수행하면서 의도한 연구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석대상 논문들을 일관되게 분류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는 작업이 선
행되어야 하는데(서진환, 2008), 적절한 분석틀을 구성하기 위해 이미 발표된 연구동향 관련 논
문들에서 채택한 분석틀을 검토하였다. 신창호(2016)는 그의 연구에서 알코올중독 상담 관련 연
구동향을 이론적 토대,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조명희(2014)는 성
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면서 연도별 발표 논문 수, 논문의 유형과 발표 학술지,
전공분야별, 연구 설계 유형, 연구 대상자, 자료수집 방법, 연구 개념에 따라 선행연구를 분류하

․

․

였다. 이 외에도 홍시명 강영실 김헌경(2013)은 노인 자살의 연구동향을 조사하면서 연도별로
출간된 논문의 빈도, 검색된 학술지 게재논문 분류, 연구방법, 연구대상에 따라 선행연구를 나누
어 살펴본 바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논문 분석연구들을 고찰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영
성 관련 연구를 시기별, 목적별, 방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것은 연구를 위한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지학에서 영성과 관
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강화 혹은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
다고 하겠다.
분석틀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논문을 발표 시기별로 구분하였
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학계에서 영성에 대한 연구는 1996년과 2000년에 각 한
편씩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기를 2001년 이전과 이후로 나눈 후, 2002년
부터의 기간은 5년씩 나누어 연구 동향을 구분하였다. 5년간의 추이를 종합하여 분석할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동향의 특성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고, 영성에 대한 연구 동
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선행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는 국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시도는
관련 연구의 역사 및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분석대상 연구들을
연구 목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목적별 분석은 최근 동향 분석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연구 분석 주제 중의 하나로, 해당 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뜻하며,
연구들을 주제별로 유목화하는데 도움이 된다(차유림 2014). 선행연구 검토 결과, 목적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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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고, 각각은 영성에 대한 개념 논의, 사회복지사 차원과 영성, 당사자
차원과 영성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 논문을 연구방법별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
에 사용된 연구방법을 문헌연구와 양적연구, 질적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문헌연구에는 영
성에 대한 이론적 내용, 역사적 내용, 개념 도출 등을 다루는 연구들을 포함하였고, 양적연구에
는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상관 연구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유사실험설계를 포함
시켰다. 질적연구에는 현상학, 면접의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내러티브연구
를 포함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시기별 분석
총 101편의 선행연구가 발표된 시기를 살펴본 결과, 1996년과 2000년에 영성과 관련된 학위논
문이 각 1편씩 발표된 것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학위논문 6편(석사학위 6편),
학술지 5편, 총 11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학위논문 20편(박사학위
3편, 석사학위 17편), 학술지 15편, 총 35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앞선 5년간
의 연구에 비해 세 배 이상의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는 양상을 보인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에는 학위논문 25편(박사학위 7편, 석사학위 18편), 학술지 28편, 총 53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즉, 사회복지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성 관련 연구의 수가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 모두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들의 발표 시기를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학계
에서 영성에 대해 갖는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에 그치는 것이나 막연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 활
발한 연구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연구대상 논문의 발표 시기별 구분

(n=101)

연도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계

2001년 이전

2

-

2

2002년-2006년

6

5

11

2007년-2011년

20

15

35

2012년-2016년

25

28

53

계

53

4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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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별 분석
지금까지 국내 사회복지학계에서 영성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의 내용을 목적별로 분석한 결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영성에 대한 개념을 논의한 연구들이다. 두 번
째는 사회복지사 차원과 영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다. 세 번째, 당사자 차원과 영성에 대해
확인한 연구들인데, 당사자 차원은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인으로
나눌 수 있다(<표 2> 참고). 분석 결과, 영성에 대한 개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29편, 사회복지사 차원과 영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24편, 당사자 차원과 영성
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48편으로,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영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 차원과 영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노력들을 가장 많이 해오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2001년 이전에 발표된 두 편의 학위논문에서는 각각 영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흡연

<표 2> 연구대상 논문의 발표 목적별 구분
구분

2001년 이전

2002년-2006년

2007년-2011년

2012년-2016년

계

개념논의

1

7

12

8

28

(n=101)

사회복지사 차원

-

1

8

1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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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차원

1

3

15

30

아동

-

청소년

1

성인

-

노인

-

아동

-

청소년

-

성인

2

노인

1

아동

-

청소년

1

성인

11

노인

3

아동

1

청소년

5

성인

13

노인

1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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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을 위해 영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혜숙의 연구(1996)
는 국내에서 사회복지와 영성의 관계를 확인하고 영성의 개념을 정립하려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손계영의 연구(2000)는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위해 영성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가함으로써 영성에 기반한 실천을 시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발표된 연구들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성의 개념을 논의한
연구가 7편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성의 유래와 개념을 고찰하거나, 사회복지와
영성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영성을 포함한 사회복지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김데리사, 2003; 손용철, 2006; 유장춘, 2003; 이현아, 2003a; 이현아, 2003b; 정현태,
2005; 조휘일, 2005). 이 시기가 국내 사회복지학계에서 영성이 소개되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 차원과 영성에 대한 연구가 1편 발표되었는데, 연구자는 사회복지사의 영성과 직
무성과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양성 과정에서 영성 관련 교과목이 추가될 필
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이혜정, 2002). 당사자 차원과 영성에 대한 연구가 3편 발표되었는데, 이
중 성인의 영성에 대한 연구가 2편(김정희, 2004; 박현정, 2005), 노인의 영성에 대한 연구가 1편
발표되었다(이현영, 2005). 연구자들은 성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영성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거나,
어머니의 영적안녕감이 부부갈등 상황과 아동학대의 인과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수 있음을 말
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연구들 중에는 영성의 개념을 논의한 연구가 12편 발표되었다

․

․

(김경미 Canda, 2009; 김대현, 2009; 박정수, 2011; 조중희, 2011; 손 신 신효진, 2010; 오정용,
2009; 오윤수, 2010; 유장춘, 2008; 유장춘, 2010; 이승열, 2010; 이혜숙, 2007; 이혜숙, 2009a) 앞선
시기에 발표된 연구들에서는 사회복지와 영성을 개별적으로 다루면서 정의를 내리거나, 영성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설명하는 일차적인 개념화 작업을 시도했다면, 이 시기에
발표된 연구들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성적 접근을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거나, 사회복지교육에 영성적 접근의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강점
관점과 영성을 함께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사회복지현장에서 영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
다 깊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전 시기까지 이루어진 연구들과는 확
연하게 대비되는 목적상의 차이를 보인다.
사회복지사 차원과 영성에 대한 연구가 8편 발표되었고, 사회복지사의 영성과 직무만족, 직무
몰입, 소진, 조직성과, 서비스 질 등의 변수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사회복지사의 영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직무몰입, 조직성과, 서비스 질이 높고, 소진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여 사회복지사의 영성 증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김건태, 2011; 김미경, 2011; 박인혁, 2010; 박종일, 2008; 백미숙, 2011; 이원희 2009; 조운희,
2010; 최희절, 2011). 당사자 차원과 영성에 대한 연구가 15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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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청소년의 영성에 대한 연구가 1편 진행되었고, 연구 결과 영적 안녕감이 높아질수록
우울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어 영적 안녕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의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논의되었다(황환, 2008). 성인의 영성에 대한 연구는 11편 진행되었는데, 영성이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를 강화시키고, 스트레스와 자살충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영성
이 빈곤층 여성한부모, 정신장애인, 장애아동 양육자 등의 취약계층 당사자들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우울에 대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강경순, 2011; 강형범, 2008; 김명옥, 2010; 김수정, 2011; 김유심, 2008; 박성균, 2011; 윤현숙 박

․

재연 임연옥, 2010; 이장섭, 2008; 이지안, 2009; 이혜숙, 2009b; 정병철, 2010). 노인에 대해 실시
된 3편의 연구에서는 영성이 우울, 죽음불안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확인되어 당사자 개
입 과정에서 영성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김미경, 2008; 김세원,
2009; 김지숙, 2008).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연구들 중에는 개념을 논의한 연구가 8편을 차지한다. 이 시기
역시 단순히 영성의 개념만 논의되기보다는 통합적-영성적 실천모델을 제시하거나, 영성지능기
술을 소개하고, 영성을 사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적 가계도 등의 도구들을 소개하는 등 보다
확장된 수준에서의 개념 논의가 진행되었고, 기독교의 영성뿐만 아니라 불교의 영성에 관한 연
구도 발표되어 불교적 관점에서의 영성의 개념화, 불교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영성훈련, 불교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및 글로벌 영성의 연대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

․

다(권경임, 2013; 김도희, 2016; 김여희, 2013; 도승자, 2013; 도승자, 2015; 오윤수 정현태, 2013;
원지영, 2013; 유장춘, 2012).
사회복지사 차원과 영성에 대한 연구는 총 15편으로, 영성과 직무만족, 직무성과, 소진, 이직
의도, 서비스 질, 심리적 복지감, 상태희망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연구 결
과, 영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직무성과, 서비스 질, 심리적 복지감, 상태희망 수준이 높고, 영
성이 낮을수록 소진과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가 영성교육프로
그램에 참여한 후 개인적 차원, 실천행위 차원, 조직내적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밝힌 연구도 실시되었다(고은락, 2012; 김경미, 2016; 김상욱, 2015; 김애정, 2014; 김정현, 2016;

․

김창곤, 2012; 김현정, 2014; 김현정, 2016; 백미숙 정명숙, 2014; 신용석, 2015; 심만섭, 2015; 양
희옥, 2014; 이미경, 2013; 조혜진, 2014; 한규성, 2013).
이 시기에는 당사자 차원과 영성에 대한 연구가 30편으로 가장 많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 중 빈곤가정 아동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영적안녕
감이 매개한다는 연구가 1편 발표되었고(김경애, 2014), 청소년의 영성에 대한 연구가 5편 진행
되어 학교적응, 시설생활만족도, 자원봉사활동과 영성이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영성 임파워먼트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
과를 평가한 경우도 있었다(강태선, 2015; 박소정, 2014; 이경옥, 2013; 이덕영, 2012; 이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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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성인의 영성에 대한 연구는 13편이 발표되었고, 구체적으로는 영성이 성인의 인권태도,
자원봉사활동 동기, 진로태도성숙, 대학생활 적응, 자살생각, 복지국가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검증한 연구들이었다. 영성은 인권태도, 자원봉사활동 동기, 진로태도성숙, 대학생활 적응,
복지국가의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자살생각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영성이 해외입양인의 성공적인 삶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

․

의 연구도 진행되었다(김은령, 2014; 고혜연, 2014; 문승수, 2016; 박봉길 전석균, 2013; 박선희,

․

․

․

2015; 손신, 2016; 신세란, 2014; 양요섭, 2013; 임현성 고대영, 2013; 정지웅 최지혜 박창진,

․

․

2013; 차동석, 2015; 하정미 최중화 송영지, 2012). 노인의 영성에 대한 연구는 11편으로, 자아
통합감, 죽음불안, 죽음에 대한 태도, 자살생각, 우울, 고독감, 삶의 만족도와 영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영성은 자아통합감, 삶의 만족도, 죽음에 대한 태도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죽음불안, 자살생각, 우울, 고독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을

․

대상으로 영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 연구도 확인되었다(곽세진, 2014; 김기태

․

․

․

․

최송식 박미진 고수희 박현숙, 2013; 김남웅, 2016; 김혜숙, 2015; 박소영 유승호, 2014; 박지

․

․

․

숭, 2013; 박혜원, 2013; 신동민, 2013; 이수천 강선옥 장미정 윤승비, 2014; 임동헌, 2014; 홍

․

영준 이정훈, 2014).
이 시기의 연구들에서는 앞선 시기에서보다 더 다양한 변수들과 영성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고, 그 영향력을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발견되었고, 사회복지사와 당사자를 대상으로 영성 프로
그램을 시행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연구경향도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의 목적을 분석
한 결과,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영성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도있는 수준
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 차원과 영성에 관해서는 영성이 사회
복지사 개인 및 조직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당
사자 차원과 영성에 대해서는 영성이 아동과 청소년, 성인, 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복지사 및 당사자 차원과
영성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 들어 발표되는 연구의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 연구들에
서 나타나는 결과들도 일관성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 실천에서 영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는 주장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3. 방법별 분석
지금까지 국내 사회복지학계에서 영성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을 연구방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참고). 즉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떤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는데, 전체 연구 중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33편,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64편,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4편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복지학계에서 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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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 논문의 발표 방법별 구분

(n=101)

연도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2001년 이전

1

1

-

2002년-2006년

7

4

-

2007년-2011년

14

20

1

2012년-2016년

11

39

3

계

33

64

4

관련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양적연구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이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영성의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
와, 영성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각 한 편
씩 발표되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발표된 연구들 중에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7편, 양적연구방
법을 사용한 연구가 4편이었다. 문헌연구방법의 경우 영성의 개념 정의, 사회복지실천과 영성의
관계 논의 등을 위해 사용되었고, 양적연구방법의 경우 영성과 다른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거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연구들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14편, 양적연구방
법을 활용한 연구가 20편,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1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헌연구방
법을 활용한 연구들은 기독교나 불교 차원에서 영성의 개념이나 속성을 살펴보고 이를 사회복
지 실천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은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거나, 영성 혹은 영적안녕감이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조절효과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도 하고, 영성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시기에 영성에 대해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장애 아동
양육자가 영성 자조 모임을 통해 겪게 되는 내적 변화의 경험 구조를 정리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연구들 가운데에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11편,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39편,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3편이었다. 문헌연구방법을 사
용한 연구들에서는 영성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성을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할 경
우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이론이나 모델을 소개하는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에서는 변수간의 상관관계, 조절효과, 매개효과 등을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
조모형을 살펴보는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노숙인 시설 생활자의 영성 경험을 살펴보거나, 만성질환자들이 경험하는 영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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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과 그 역할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내러티브연구를 통해 해외입양인들
의 삶에서 영성이 갖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영성이 당사자들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보다 깊은 탐색을 시도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선행연구들의 연구방법을 살펴본 결과, 문헌연구방법은 총 33편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적연구방법은 총 64편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연구를 택한 연구가 60편으로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의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사실험설계방법을 통해 영성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가 4편인 것으로 나타나,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계에서
영성에 대한 양적연구는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치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된 연구는 총 4편으로 전체의 약 4%에 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 실증적인 양적연구가 주를 이루는 이러한 현상은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선호하는 사회
복지학계의 학문적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이 활발
하게 사용되어 사회복지와 영성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에서 영성에 대해 연구한 총 101편의 선행연구를 시기별, 목적별, 방법
별로 분석하여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규명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학계에
서 영성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사회복지학계에
서 영성에 대해 보이는 관심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선행연구를 연구 목적별로 분류한 결과, 개념을 논의한 연구는 총 28편이 발표되었고,
사회복지사 차원과 영성에 대한 연구는 총 24편, 당사자 차원과 영성에 대한 연구는 총 49편이
발표되어 당사자 차원에서의 영성의 역할을 탐색하려는 목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개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으나, 사회복지사 및 당사자 차원과 영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연구 초기의 경우,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영성에 대해 그 개
념을 소개하고, 사회복지학에서 영성을 다루어야하는 정당성을 논하는 등의 목적이 주를 이루었
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영성이 사회복지사와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반영된 변화라고 해석된다. 또한 당사자 차원의 경우 성인과 노인을 대상
으로 하는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적
은 수에 머무르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셋째, 연구방법별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총 33편, 양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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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총 64편,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총 4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방법의 경우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총 60편으로 주를 이루고 있고, 영성
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한 연구는 총 4편으로 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또한 질적연구방법의 경우 양적연구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회복지학에서 영성과 관련되어 진행된 연구들의 대부분이 양적연구방법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공해 준다. 먼저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계에서
영성에 대해 진행된 연구들이 다양한 당사자들과 영성간의 관계를 살펴보지 못하고 성인과 노
인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편중되어 있어 아동과 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당사자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국외의 경우, 아동기와 청소년기
의 영적발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이들의 영적발달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성이 아동 및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지고 있다(Shek, 2012). 연구자들은 아동기에도 이미 영성이 존재하며, 영성
수준이 높은 아동의 경우 삶에 대해 감사하고 적극성을 보이며 적응유연성 수준 역시 높다고
주장하면서, 방법적으로는 강점관점을 적용하여 영성을 살피고 증가시키는 개입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Bone & Fenton, 2015). 청소년기는 세계관이나 윤리관 등이 형성되는 시기로 영성 또한 바
르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연구자들은 이 시기의 영적 성장이 지적, 사회적 성장 못지않게 성인기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청소년들의 영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Nye, 2009). 따라서 국내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영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의 영성 수준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영성에 대한 개념 및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된 연구는
총 4편으로 전체 연구 중에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많은 연구자들이 영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의 접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성에 대한 실
천적 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들을 통해서는 ‘영성을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사정, 계획수립, 개입, 평가, 종결, 사후관리의 각 실천단계에서 영성을 어
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러한 결과물들이 축적되면 체계적 검토방법
(systematic review)을 통해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의 영성관련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연구방법의 편향이 확인되었
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문헌연구와 양적연구방법에 치
중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영성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경험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
상을 발견하거나 탐색하며,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질적연구방법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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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영성에 대한 이해가 주관성과 사회 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의 결과들이 축적될수록 영성에 대한 이해
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개입 지점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에서의 영성 연구 경향을 처음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경향을 시기별, 목적별, 방법별로만 살펴봄으로써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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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Trends on Spirituality in Social Work Studies

Cha, Yu Rim
Seoul Jangsin University

Human beings are to be understood as the whole, including the biolog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aspects. Given the recent trend of increased interest in spirit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research by grasping the research trends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spirituality published in the social welfare academy. As a result of analysis of 101 previous stud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studies on spirituality announced in the social welfare academy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e study is divided into the discussion of concept of spirituality, social worker dimension
and spirituality, client dimension and spirituality. In the context of the social worker dimension, studies are
being conducted to examine the various effects that spirituality may have o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of social workers. In relation to the level of the client,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studies actively
investigating the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ity and other variables. In previous studies, both literature
review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have been utilized. Among
them, the research using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was the most common, and the study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found to be very smal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suggested
future research direction that is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spirituality related research in social welfare.

Key words : social work, spirit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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