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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프로그램 디자인과 집행활동의 연속성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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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발의 연속성을 이해하
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디자인단계와 집행단계의 단절 및 지속현상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설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개발활동의 연속성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실증적 연구의 미흡함 속에서 연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적 맥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개인적인 요인, 업무환경 요인, 프로그램 개발과정
요인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9개의 예측변인들을 설정하였다. 분석 자료는 전국의 335개 종합사
회복지관의 청소년․아동복지 부서의 프로그램 개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
집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통계분석기법으로는 기술 분석, 요인분석, 판별분석이 사용되었다.
기술 분석의 결과,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디자인과 집행의 단절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개발활동을 위한 현장의 조건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이 함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분석이 적용된 예측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개발활동의 연속성을 예
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는 기관장의 참여, 재정적 어려움, 프로그램 개발자의 교육정도와 문제
해결과 관련된 개방성 등이었으며, 판별함수의 예측 정확도는 70.1%였다. 이러한 변수들의 전
체적인 예측모형 분석에서 영향 변수들의 종합성, 동시성, 그리고 개발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헤
쳐 나갈 수 있는 문제해결의 행위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의 학술적 함의가 논
의되었으며, 개발활동의 연속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사회복지 현장에서 개발활동
의 연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원칙과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핵심 용어: 프로그램 개발활동, 연속성, 집행, 디자인, 판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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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심과 학문적 소개가 1990년대 초에 나타
난 이래로 프로그램 개발 분야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지금은 단순히 외국의 프
로그램 개발지식과 방법을 현장에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실천 현장에 맞는 프로그
램 개발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 실천 그리고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회복지관련 학과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중요한 과목으로 개설되어 프로
그램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모델, 실천기법, 조사기법, 이론 등이 가르쳐 지고 있다. 또한
실천현장에서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활동은 매우 다양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나 민간 기관에서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실천
현장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에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프로그램
개발활동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초기단계와 관련하여 욕구조사활동의 실태파악(유태균, 2000; 서인해․공계순, 2001)부터 시
작하여 프로그램 디자인과정의 유형분석과 논리적이며 과학적인 디자인 방법의 확립(정무
성, 2003; 김지혜, 2004; 권순애․김영종, 2006; 서인해․공계순, 2003; 2008), 서비스 전달과
정 및 기관조직에서의 효율성(최재성, 1999; 손광훈, 2003),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과 다양한 기법의 소개(서인해, 2004; 황성철, 2007)등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활동
과 관련된 많은 영역에서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
은 모두 프로그램 개발활동에 과학성과 논리성을 접목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개발
활동을 보다 한 단계 성숙시키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그러나 최근의 프로그램 개발활동에서 나타나는 과학성 확립의 노력가운데 다소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관심과 노력이 프로그램 개발의 단계별 활동을 분석하고 향상시키는 데 집
중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발의 연속성을 이해하고
확립하려는 데에는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서인해, 2000; 2004). 일반적으로 프로그
램 개발과정은 프로그램 개발의 각 단계별 활동과 이러한 단계별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
어지는 총제적인 문제해결활동의 조합으로 여겨지고 있다(Rothman and Thomas, 1994). 예
컨대, 프로그램 개발의 시작은 문제와 개입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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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프로그램 디자인 작업이 이루어지며, 그 후에도 여전히 프로그램 개발의 질을 좌우
할 수 있는 많은 중요한 과업들이 남아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궁극적 성과는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단계별 활동 수준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러한 활동의 연속성을 어떻
게 확립하느냐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Chen, 1989; 서인해, 2000).
프로그램 개발에서 단계별 활동의 연속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개발활동에 대한 이해는 전체과정으로서의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특정한 개발활동의 영역
성을 주요하게 여기는 경향, 특히 개발의 한 부분인 프로그램 디자인 중심의 경향이 강하
게 나타나고 있다(서인해, 2004; 황성철, 2007).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연속성이 부족
한 채로 프로그램 기획활동만 중요시 여기는 좁은 시각은 프로그램 개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프로그램 개발의 중간과정에서 단절되
는 것은 혁신적이고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프로그램 디자인 활동단계까지 투입된 많은 자원, 에너지, 시간에 대
해 낭비가 초래될 수 있어 개발자, 개발기관 및 지역 차원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프로그램 개발의 단계별 활동의 특징과 과학적 노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
되어 많은 지식이 축적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단절 혹은 연속의 차별
적인 특징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단계로 속하는 프로그램 디자인단계와 집행단계의 단절이나 연속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국외적으로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단지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특징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 중
에서 부분적 및 간접적인 측면에서 개발활동이 디자인 단계과정에서 중지되는 현상을 설명
하고 있을 뿐이다(Goldberg, 1995).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단절과 연속 현상에 대한 학
술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개발활동이 디자인 단계에서 중지되는지 아니면 집행단계로까지 지속되는지를 파
악하고, 프로그램 디자인과 집행단계에서 단절 혹은 지속의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이러한
차이점들은 왜 발생되는지에 대해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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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활동을 보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이해를 높임과 동시
에 실천현장에서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연속성을 높여서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활동
을 이끌어내는데 유용한 개입지식을 창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디자인과 집행활동의 단절이나 지속현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이
론과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본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먼저 사회복지 프로그
램 개발의 접근경향 속에 나타난 연속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초점인 프로그램
디자인과 집행단계의 성격과 연속성의 단절로 인한 문제를 검토하고, 본 연구와 간접적으
로 관련된 이론적 맥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
다.

1. 프로그램 개발의 두 가지 접근경향
프로그램 개발의 연속성에 대한 이해는 먼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활동을 설명하는 모
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이론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문헌을 살펴본 결과, 체계 이론적 접근모델, 개입조사(intervention research)
모델 등을 포함한 다수의 프로그램 개발모델을 파악할 수 있었다(서인해, 2004; 황성철,
2007). 프로그램 개발활동을 설명한 이러한 모델들은 프로그램 개발순서, 프로그램 구성요
소, 적용하는 기법, 프로그램 개발의 논리적 접근경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이점이 있으
며, 또한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연속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단계 혹은 시간적인
활동 범위의 측면에서도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모델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활동을 하나의 독립된 단계별 활동 중심
으로 보는 접근과 프로그램 개발활동을 여러 단계의 연속적 활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 경향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서인해, 2000; 2004; 황성철, 2007).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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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단계별 활동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의 단계별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개발활동의 성과 또한 단계별 중심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욕
구조사자로서의 프로그램 개발활동은 문제나 정보를 수집하는 욕구파악과 문제 확인 단계
를 충실하게 하며, 프로그램 기획자로서의 프로그램 개발활동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는 디자인 단계에 집중되며, 프로그램 평가자
로서의 프로그램 평가활동은 프로그램 집행의 결과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역할에 충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별 활동 중심의 접근은 프로그램 개발의 부분적 활동들이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전체성이나 연속성을 확립하는 데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이에 반해 프로그램 개발활동을 연속적 활동으로 보는 접근법은 프로그램 개발을 문제의
발견부터 전파까지를 포함하는 여러 단계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 이루어진 문제
해결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접근경향은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각 단계별 활동을 충실
하게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에 못지않게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전체적인 연속
성도 매우 중요시 한다(Chen, 1997; 서인해, 2000). 예컨대,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욕구조사
자로서의 활동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한 이러한 욕구조사의 결과들이 프로그램의 디자인
단계에 잘 반영되어 충실한 프로그램 디자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기획가
의 역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획되고 디자인된 프로그램의 내용이 그 다음 단
계인 프로그램 집행단계로 연결되어 잘 수행되는 집행자의 역할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
한 집행단계의 활동결과는 프로그램 평가자들의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2. 프로그램 디자인 및 집행단계의 성격과 연속성 단절 현상의 문제점
프로그램 개발활동에서 연속성 단절은 프로그램 개발의 어느 단계에서나 나타날 수 있지
만,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디자인단계와 집행단계간의 단절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며 심각
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디자인과 집행의 연속성에 대
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단계의 특징과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프로그램 개발활동에서 프로그램 디자인 활동과 집행 활동은 프로그램 개발의 질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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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가장 중요시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소홀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Thomas,
1984; Mullen, 1994).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디자인 활동은 욕구조사활동단계에서 수집된 다
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활동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단계를 말한
다. 이 단계에서 주요한 활동은 수집한 기술적인 정보를 현장의 실천적 정보로 전환하여
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따라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입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나 정보활동도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는 어느 단계보다 프로
그램 개발자들의 분석 및 기술 능력과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영향을 미
친다. 집행활동단계는 디자인된 프로그램이 실천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시되는 단계를 말
한다. 즉, 디자인된 프로그램의 내용이 기관의 환경 속으로 구현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프로
그램 운영에 필요한 구조, 풍토, 인력, 재원을 확보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절차의 규칙화와
안정화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Bikson, et al., 1981; Munson and Pelz, 1982).
이 단계에서 프로그램 개발자의 역할은 이전 단계의 정보 분석과 전환 작업 보다는 정보의
현장 적용과 이에 따른 기관 환경간의 상호작용활동이 보다 중요시 된다. 따라서 이런 맥
락에서 본다면, 프로그램 집행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전문적 지식보다는 기관 환경
속에서의 행정, 정치, 경제적 활동 능력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두 단계는 다소 상이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디자인 단
계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사회복지 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프로그램 개발에서 연속성 단절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기관 및 프로그
램 개발활동 측면에서의 심각한 자원낭비를 유발한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개발
활동과정에는 다양한 개발관련자들이 참여하여 많은 노력, 자원, 시간들이 투입된다. 그러
나 이러한 활동이 집행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중간에 단절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 투입된 많
은 노력, 시간, 자원들이 수포로 돌아간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에서 연속성의 단절은 프로
그램 개발과정에 참여한 프로그램 제공자나 직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발자와
직원은 그들이 투입한 노력에 대해 결실을 획득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은 업무를 맡은 개인이나 집단 차원에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나아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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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차원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프로그램 개발활동에 대한 동기가 약해지거나 실천
에 대한 기관차원의 과학화노력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시킬 수도 있다. 셋째, 프로
그램 개발에서 연속성의 단절은 기관과 지역차원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디자인 활동은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지역과 기관차원에
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역과 기관의 공감대 속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개발이 만약 디자인단계까지만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지역
에서 심각하게 나타난 문제를 기관차원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문제에 대해 사회복지기관이 문제해결활동을 회피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
으며, 결국에는 기관과 지역사회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3. 프로그램 디자인단계와 집행단계의 연속성에 관련된 이론고찰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연속성이 단절될 때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에도 불구하
고, 문헌 검색결과 프로그램 개발의 단절 및 연속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과정의 집행활동 현상에 대한 이론들은 다수 발견되었으
며, 이러한 집행활동에 관한 이론은 프로그램 디자인 활동과 집행 활동 간의 단절 혹은 지
속현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
반적으로 집행활동과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정책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부터 기관의
프로그램과 같은 미시적인 차원까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연구되고 있다(Scheirer, 1981;
Palumbo and Oliverio, 1989; Seo, 1998).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회복지기관 차원의
프로그램 집행활동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문헌을 연구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이론적
접근성, 즉 정치․경제적인 관점과 체계이론적인 관점이 유용한 관점으로 정리되었다.
먼저, 기관의 집행 활동에 대한 정치․경제적인 관점은 기관 환경에서 발생되는 경제 및
정치적 역동성에 관한 조직이론 연구(Shafritz and Ott, 1992)나 공공기관에서 프로그램․서
비스 집행과정에 대한 연구(Weiss, 1977; Harald, 2005)에서도 발견되고 있지만, 본 연구의
연구주제인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집행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는
Hasenfeld(1980; 1992)와 Glaser et al.(1983)의 연구에서 보다 그 핵심적인 특징을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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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Hasenfeld는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나타나는 현상
을 이해하는데 정치․경제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1980; 1992). 그는 사회복지조직
은 기본적으로 이해집단들이 경쟁 속에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 활동을 하
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집행활동 역시 자원할당에 대한 변화와 이를 통한 이해집단간의 힘의 변화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성공적인 집행활동을 위한 환경조건으로서, 첫째, 프로그
램 집행과정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내․외부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자원 동원과 집행
활동에 대한 적법성이 제공되어져야 하며, 둘째, 제안된 변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
는 기관 직원들의 전문성과 지식이 있어야 하고, 셋째, 기관 내 변화에 따른 내적 저항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로그램의 집행활동에 대한 체계이론적인 접근경향은 집행에서 나타나는 활동의 복잡성
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이론이다. 앞선 이론이 집행현상에 있어서 특
정한 관점 중심의 접근으로서 집행활동에서 발생되는 정치, 경제적인 측면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체계이론적 접근방법은 집행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체계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방법이다. 집행활동에 대한 체계이론관점은 집행현상의
설명에 대해 구체화, 일반화, 범위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Scheirer, 1984),
일반적으로 기관을 개방체계로 보면서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관 환경간의 적합성을 형성시
키기 위해서 집행활동과정에서 환경들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집행과정에 따른 기관변
화에 대한 이러한 개방체계의 관점과 상호작용의 특징은 Glaser와 동료들(1983)의 설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조직에서의 집행활동과정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의
투입요소, 전환요소, 산출요소들 간의 상호작용활동의 결과이며, 이러한 상호작용과정에는
요소들 간의 역동적인 교류, 반복적인 순환형태로의 정보의 피드백, 이러한 집행과정에서의
교류와 피드백을 조정할 수 있는 감독 역할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기관차원의 집행현상을 이해하는데 체계이론에 행동주의적 성격을 가미한 일명
‘사회기술체계이론’의 연구도 다수 발견되었다(Pasmore and Sherwood, 1978; Muson and
Pelz, 1982; Robinson, Bronson, and Blythe, 1988; Fox, 1990; 1995; Pasmore and Khalsa,
1995). 이들의 공통적 경향은 집행 현상에 대한 일반체계이론 접근의 애매 모호성을 탈피하

- 38 -

사회복지 프로그램 디자인과 집행활동의 연속성 여부에 대한 판별요인 연구

여 보다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요인들을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사회기술체계이론 학자들 간에도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다소 견
해차가 있으나 집행현상을 분석하는데 크게 3가지 요소들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기관의 집행활동 현상을 집행활동 과정을 주도하는 사람, 이들의 행위 혹은 업무, 그리고
접목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성격인 기술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
고 그들은 집행에 따른 기관 변화의 성공여부는 바로 이러한 3가지 요소들의 원활한 상호
작용과 집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기술, 지식, 문제해결 절차와 기
관 환경간의 성공적인 접목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4. 프로그램 디자인과 집행의 연속성에 관련된 선행연구
프로그램 개발의 연속성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부족한 만큼 프로그램 디자인 및 집행의
연속성 단절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 또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프로그램 디자인과 집
행의 연속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이와 관련된 1편의 국외 연구논문이 발
견되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단절현상에 대한 연구는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개발
의 맥락에서 본 연구주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발자의 직무수행과 기관에서
의 일반적 직무수행에 대한 연구들도 있었다.
1) 프로그램 개발활동과 개발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연속성에 대해서 유일하게 1개의 논문에서 그 부분적인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Goldberg(1995)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정의 총체적인 특징
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활동에
대해서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는 미국 뉴욕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14개의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집행, 프
로그램 안정화과정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
되어 주목할 만한 내용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공통적인 특징은 프
로그램을 위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 및 관리능력을 갖춘 직원들의 역할이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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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었다. 더구나 프로그램 개발의 시작은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관의 고
위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프로그램의 집행은 주로 기관장이나 고위
직원들이 디자인과 집행과정에 긴밀하게 관여할 때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프로그램 개발자의 직무수행에 초점을 둔 연구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영역에서 일부 발견
되었다. 이들 연구에서 프로그램 개발 담당자의 직무수행은 개인특성 뿐만 아니라 업무절
차 및 조직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특성인 자아존중감, 직무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업무에 대한 근로의욕 등이 프로그램 개발 직무수행 수준
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윤희․정철영 2004). 또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실제 프로그램 개발 수행 정도와 관련성이 있으며(Budak, 1997;
김경미, 1997), 기관의 자율성과 보상체계는 프로그램 개발 담당자의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영숙, 2000).

2) 기관의 일반적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개발활동은 기관 업무의 한 영역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적인 직무수행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일반기관과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다수의 실증적 연구
들에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직무수행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업무부
처의 특성 및 기관조직의 특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사회
복지기관에 대한 연구와 일반기관의 연구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사회복지기관이 아닌 일반기관에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개인적인 특성
으로는 개인적인 통제의 성향(Bandura and Wood, 1989), 자아존중감(Gardner and Pierce,
1998; 김우택, 1997), 자기 효능감(Lee and Bobko, 1994; Mone, Baker, and Jeffries, 1995),
개방성․폐쇄성(Rokeach, 1987)등이 주요한 변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관
에 대한 연구에서는 통제성향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변수도 영향을 미치지만(남선희 외,
2006), 직원의 지식 및 능력이나 가치와 같은 변인들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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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관련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직무수행능력, 지식과 기술의 보유 및 발휘정도,
가치와 철학이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직원들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인재, 1993;
채은희․이효영, 2004)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직원의 능력(최인섭․초의수, 2001), 전문적 능
력 또는 교육수준(설진화, 1999; 김경희․정은주, 2006)이 직원들의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에서 직무수행은 환경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
당하고 있으므로 개인특성뿐만 아니라 업무 환경, 조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업무와 조직 환경과 직무수행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논문에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조직풍토(Schneider, 1990), 기관구조의 형식화와 집중화 정도(Deshpande,
1987), 기관의 크기, 위치(Hall, 1982), 자율성, 직위 구조, 보상, 지원(Rothman, 1980; Milton,
1981; Field and Abelson, 1982) 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조직풍토와 기관의 구조 및 일반
적 특성과 같은 기관관련변인들은 논문에 따라 이러한 관련성이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거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ield and Abelson, 1982;
Bickel, 2003).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기관관련변인보다는 업무환경변인, 예컨대,
업무부담, 근무여건, 관리자의 역할과 리더십이나 상사와의 관계, 전문직으로서의 동기나
정체성 등과 같은 변인들이 중요하게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기관에서의 급여나 직원복
지와 관련된 보상체계(Arches, 1991; Poulin and Walter, 1992; Poulin, 1995), 인사관리의
효율성(Blankertz and Robinson, 1997), 역할의 명확성, 동료의 지지, 업무의 자율성과 스트
레스(Acker, 2004; 김경희․정은주, 2006), 업무 부담, 슈퍼비전이나 관리자의 리더십(유영덕,
2002; 윤정혜, 2002)이,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는 행정 및 재정적
책임성과 슈퍼비전 체계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새로미 외, 2008). 끝으로 기관
에서의 조사활동이나 조사결과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연구에서는 업무에 대한 태도나
자신감 그리고 기관장의 참여나 역할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Rothman, 1980;
Vosburgh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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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연구의 분석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디자인과 집행의 단
절․연속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크게 3가지, 개인적인 요인, 업무환경 요인, 프
로그램 개발과정 요인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기관과 관련된 변인은 제외하였다. 3개
의 영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변수로서는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개방성, 사회복지 정체성,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교육 등을 선정하였으며, 업무환경 영역으로는 업무부담, 업무의 자
율성, 재정적 어려움을 선정하였고, 프로그램 개발과정영역으로서는 개발동기, 개발정보수
집, 기관장의 참여 등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틀을 구성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디자인 및 집행의 개념,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프로그램 디자인과 집행과정은 프로그램 개발자가
해야 하는 업무수행이지만, 디자인단계에서 집행단계로 업무내용이 넘어갈 때에는 프로그
램 속성이나 개발과정이나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보다 큰 차원인 업무환경, 기관환경
의 특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관과 관련된 변인이
제외된 이유는 연구에 따라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일관된 결과가 부족하며 특히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서 유의미성이 적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3개 영역의 구체적인 변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체계기술론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
에서 구성된 디자인․집행단계의 프로그램 개발 연속성에 관한 이론적 시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디자인 활동이 다음 단계인 집행단계로 성
공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관에서의 새로운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자원
동원이 있어야 하며, 둘째, 동원된 자원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업무조정문제와 이러한
업무조정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감독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셋째, 업무조정과정에서 나타
나는 정치․경제적인 갈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업무에 대한 지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특징을 반영하여
변인으로서 ‘자원 동원을 위한 재정적 어려움’ 업무조정으로서의 ‘업무부담’ ‘기관장의 참
여’, 업무의 지속성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지식으로서 개발자의 ‘개방성’, ‘정체성’ ‘교육 정
도’, ‘개발과정의 정보수집 정도’, ‘개발동기’ 등이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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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조사방법
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전국의 335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청소년․아동복지 부서의 프로그
램 개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프로그램 개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아동복지 부서의 프로그램을 담당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2003년 프로그램 개발과정의 실태, 개발과정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활용과정, 개발과정의 활동과 영향 요인들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포괄적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수집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예비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사회복지관협회에서 발간한 ‘사회복지관 현황 및 주소록’을 기반으로 전국의 모든 종
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약 2달에 걸쳐 2차례의 설문지배포를 통해 조사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개의 종속변수와 9개
의 독립변수, 그리고 기본적인 응답자 및 기관에 대한 정보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러
한 변수들에 대한 측정도구는 기존의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적용하거나 조사자들이
직접 개발하여 구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토대로 신뢰도가 낮게
나온 일부 변수에 대해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새로운 요인들을 추출하여 본 연구조사에 적
용될 최종적인 변수로 구성하였다.
먼저 본 조사의 종속변수에 대해서 설명하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경험이 있는 그룹
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의 프로그램 개발활동이 실제적으로 기관에 집행되고 있는지’를 묻
는 질문에 ‘예’와 ‘아니오’로 응답하게끔 되어 있다. 9개의 독립변수 중 2개의 변수는 기존
의 측정도구를, 7개의 변수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개발하였다. 업무의 자율성에 대한 변수
는 Despande(1987)가 개발한 기관업무구조를 측정하는 도구 중에서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5항목, 4점 리커드 척도로 구성하였다. 문제 해결에 대한 개방성 변수는 Cost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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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rae(1992)가 개발한 척도에서 적용된 12개 항목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와 본 연구에
서는 따로 요인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추출된 6개 항목으로 구성된 ‘문제해결 개방성’이 적
용되었다.
조사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주요한 변수 중에서 ‘개발교육’ 변수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프
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공식․비공식적 교육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모두 8개 항, 4점 리
커드 척도로 구성되었다. ‘개발정보수집’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필요한 정보수집활동에 대
해서 측정한 변수로서, 조사정보, 기관자료, 문헌 자료 등과 같은 과학적인 조사과정을 거
쳐 저장된 공식적 정보에 대한 수집활동과 관찰, 대화 등과 같은 일상적 경험과 관찰을 통
해서 획득될 수 있는 비공식적 정보활동에 대한 수집활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모두 15개 항
목, 4점 리커드 척도로 구성되었다. ‘실천적 개발 동기’는 프로그램 개발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성된 변수로서, 프로그램 개발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성된 9개 문항(‘개발동
기’)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와 요인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추출된 실천적 동기, 즉 5개 항
목, 4점 리커드 척도로 구성되었다. 끝으로 나머지 독립 변인들에 대해서는 4점 리커드 척
도로 5문항에서부터 8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개발과정에 ‘기관장의 참
여’여부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변수는 이에 해당되는 내용을
질문하는 각각의 1개 문항으로 된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Cronbach alpha)한 결과로서 요인분석이 적용된 문제해결
개방성과 실천적 개발동기 2개 변수를 제외한 7개 변수들은 최소한 .70이상 즉 최고 .87(프
로그램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 교육)에서부터 최저 .79(업무 자율성)로 통계분석이 적용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요인분석이 적용된 2개 변인들에 대한 신뢰
도 분석에서 우선 요인분석이 적용되기 이전의 변수인 ‘개방성’과 ‘개발동기’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각각 .62와 .40으로 낮게 나와 통계적용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2개 변인들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에서 새롭게 추출된 ‘문제해결개방성‘과 ’실
천적 개발동기‘를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각각 .80과 .74로 나타나 분석전의 신뢰
도수준과의 비교해서 각각 .18과 .34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통계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적
정 신뢰도 수준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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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변수 구성과 신뢰도

항목 수

Cronbach
alpha

프로그램 디자인과 집행의 지속․단절

1

-

문제해결 개방성* (개방성)

6*(12)

.80* (.62)

프로그램 개발자의 사회복지 정체성

5

.82

프로그램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 교육

8

.87

프로그램 개발자의 업무부담

5

.84

프로그램 개발자의 업무 자율성

5

.79

프로그램 개발의 재정적 어려움

1

-

개발 정보 수집

15

.82

실천적 개발 동기* (개발 동기)

5*(9)

.74* (.40)

개발과정에 기관장의 참여

1

-

응답자 및 응답기관의 기본적인 변인 (설립년도,
복지사수, 성별, 학력, 나이, 근무기간)

6

-

변수
개발의 연속성
여부
개발자 특성

개발업무 환경

개발과정 특징

기타변인

* : 요인분석을 통해서 새로 추출된 변수와 그에 대한 신뢰도 값

3. 2개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분석은 하위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변수의 숨어 있는 요인의 관계성이나
패턴을 파악하고 적은 수의 구조로 축약하거나 요약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통계기법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들 간에 새롭게 추출되는 요인(들)은 분석전
의 신뢰도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본 조사에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2개
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요인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여기에서 새롭게 나온 중요한 요인들을
최종 판별분석과정에 독립변수로서 투입되었다.
2개 변수에 대해서 적용한 요인분석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요인분석은 하위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Varimax-rotation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상관관계 분석 결과
로서 개방성 변수와 개발동기 변수인 경우 하위항목들 간에 .30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
여주는 변수로 각각 66개 상관관계에서 25개, 25개 상관관계에서 10개로서 많은 수가 나타
났다. 또한, Varimax-rotation방식은 Eigenvalue 값이 개발 동기는 1 개방성은 1.3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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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한 결과, 두 변수에서 각각 2개의 요인들이 추출되었다.
개방성 변수에서 추출된 두 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26%,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변량을 설명하고 있는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첫 번째 요인인 경우에
는 과제를 해결하는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품고 있는 항목들이 많이 발견된 관계로 요인
(변수)명을 ‘문제해결에 대한 개방성’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뚜렷한 패턴이 발견되
지 않은 요인은 ‘일반적 개방성’으로 명명하였다. 개발동기 변수에서 두개 요인의 경우에는
전체변량의 32%,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많은 변량을 설명하
는 첫 번째 요인에는 5개의 항목들이 구성되어 나타났으며 이러한 5개의 항목들 간의 공통
점을 분석한 결과, 개발동기의 성격 중에도 사회복지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 성격을
띠고 있어서 ‘실천적 개발동기’로 변수명을 정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4개 항목으로 구성된
두 번째 요인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활동이 외적 요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성과 관련
된 항목들이 많아 ‘외적 요구에 의한 개발 동기“로 이름을 붙였다.
2개 변수에 대해서 각각 새로이 추출된 요인들에 대해서 Cronbach alpha방식의 신뢰성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문제해결 개방성’과 ‘일반적 개방성’의 신뢰도는 각각 .80, .27로
나타났으며 ‘실천적 개발 동기’와 ‘일반적 개발동기’인 경우에는 각각 .74, .63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추출된 4개의 요인 중에서 .70이상의 적정한 신
뢰도 수준을 보인 ‘문제해결 개방성’과 ‘실천적 개발동기’ 변수들은 기관의 디자인과 집행의
단절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적용된 통계 분석과정에서 처음의 변수를 대신해서 각각 사용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70미만의 신뢰도를 보인 2개 요인들은 통계분석의 엄밀성을 고려하
여 분석과정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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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방성과 개발동기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요인분석(Varimax-rotation Loadings)

변수

변수의 하위항목

프
로
그
램
개
발

복지관의 기관평가 대비 위해
외주자금지원 받기위해
상부 및 외부기관 압력 때문에
기관 상관 및 동료 직원의 권유로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
클라이언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립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확보
개인의 자유
원칙은 지침역할을 함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소음에 민감하지 않은 편
감정 상태를 잘 드러내지 않음
내 스스로 해결
새로운 아이디어
복잡한 문제
일을 마치려고 노력함
한번 본 사람은 기억
사람들을 잘 인식
경쟁하는 것

동
기
(n=
137)

개
발
자
의
개
방
성
(n=
199)

요인 1

요인 2

-.008
.043
-.192
-.326
.483
.551
.671
.829
.711
-.014
-.130
.120
-.034
.076
.331
.735
.721
.756
.733
.463
.711

.787
.718
.706
.650
.-.219
-.302
-.199
.073
.094
.625
.573
.546
.642
-.150
.453
.025
-.025
-.053
.013
-.003
.047

Ⅳ. 분석결과
1. 회수율, 응답자․응답기관의 일반적 배경
수집된 자료의 회수율과 응답자 및 응답기관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335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자료 수집을 통해 총 201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57%로 나타났다. 응답기관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관의 역사는 평균 11

- 47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권 제3호(통권 제24호)

년이며, 5년 이하가 20%, 6～10년이 41%, 10년 이상이 39%로 나타나 설립된 지 6년 이상
된 기관이 전체 80%정도로 응답 기관들은 비교적 설립기간이 오래된 기관들이었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수는 평균 9명이며, 1～5명이 근무하는 복지관이 25%, 6～10
명이 근무하는 복지관이 54%, 11명 이상이 근무하는 복지관이 20.9%로 6명 이상 근무하는
복지관이 75%정도로 나타났다.
복지관에서 청소년 및 아동복지부서에서 프로그램 개발경험이 있거나 프로그램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 응답자 200명 중에서
70%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27세로 20대가 69%로 가장 많으며, 30대
가 30%, 40대가 1.5%로 복지관의 청소년 및 아동복지 프로그램은 주로 20대의 사회복지사
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응답자 200명 중에서 대졸이 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원 이상이 18%, 전문대졸이 9.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현 사
회복지관 근무기간은 평균 6년이며, 최저 1년에서 최고 15년이고, 이를 기간별로 범주화하
면 복지관에서 3년 이하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82%에 이르고 있다. 응답자의 프로
그램 개발여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총 201명 중에서 75%가 프로그램 개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프로그램 개발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변수에 대한 기술 분석
먼저, 본조사의 종속변수인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디자인과 집행의 연속성 여부에 대한
기술 분석을 위해서 응답자 201명 중에서 프로그램 개발경험이 있는 145명 대상으로 가장
최근의 프로그램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디자인 활동이 집행활동으로 연결되었는지의 여부
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무응답 4명을 제외한 141명중 프로그램
개발과정이 디자인단계에서 중지된 경우(프로그램 디자인 집단)가 22.0%, 프로그램 집행단
계로 지속된 경우(프로그램 집행 집단)가 78.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가 생각
했던 것 보다 많은 경우들이 프로그램 디자인단계에서 프로그램 개발활동이 중단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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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프로그램 디자인․집행 활동의 연속성

구분

빈도수

백분율

프로그램 디자인 집단

31

22.0%

프로그램 집행 집단

110

78.0%

합계

141

100.0%

본 조사에서 설정된 9개의 독립 변수에 대한 기술 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
다. 분석된 9개의 변수 중에서 5개의 변수, 즉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교육정도, 사회복지에
대한 정체성, 업무의 자율성, 문제해결 개방성, 프로그램 개발 동기와 같은 변수들은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와 같은 영역에서는 비교적 프로그램 개발활동에
좋은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관장의 참여, 재정적 어려움, 업무
부담, 정보수집정도와 같은 4개 변수들은 평균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 프로그램
개발활동에 좋지 않은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프로그램 개발자의 개발에 대한 교육정도, 정체성, 업무 자율성의 평
균은 각각 2.96, 2.97, 2.84로서 모두 2.8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프로그램개발
의 실천적 동기와 개발자의 문제해결 개방성은 3.04와 2.74로 비교적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장 참여의 경우,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서 25% 정도의 경우
만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기관장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0% 정도 역
시 개발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자들의 업무 부담감
에서도 3.04로 매우 높은 부담감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정보수집
정도는 2.43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 49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권 제3호(통권 제24호)

<표 4> 주요 독립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기관장참여*

0.25

0.43

문제해결 개방성

2.74

0.58

재정적 어려움*

0.29

0.46

정보수집정도

2.43

0.75

교육정도

2.96

0.88

업무부담

3.04

0.68

실천적 개발 동기

3.04

0.62

정체감

2.97

0.68

자율성

2.84

0.62

* 는 명목변수를 더미변수로 처리함, 그 외는 5점 리커드 척도로 구성된 변수임.

3. 프로그램 디자인과 집행의 단절 및 연속에 대한 판별분석
판별분석은 명목척도로 구성된 종속변수와 다수의 독립변수군의 관계를 설명․예측할 때
사용되는 통계 기법으로써(Hair, et al., 1995; 양병화, 1998), 프로그램 개발활동이나 수혜자
의 프로그램 참여활동의 유형 등과 같이 프로그램 개발․평가활동을 예측할 때 매우 유용
하게 적용될 수 있는 통계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청소년․아동부서에
서 프로그램 디자인 활동만 수행한 집단과 프로그램 디자인과 집행활동을 연속적으로 모두
수행한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판별분석이 적용되
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 판별분석의 적용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변수 수를 고려한 표본의
크기, 두 집단의 집단 내 변산의 동질성,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 등을 검토하
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9개의 독립 변수에 대한 유효 표본의 크기(n=141)를
조사한 결과 변수 당 1대 16 정도로 나타나 문헌적으로 제시한 변수 당 1대 2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Stevens, 1989). 또한, 각 집단별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디자인 집단’이 31명, ‘집
행 집단’이 110명으로 나타나서 가장 작은 집단인 디자인 집단의 사례수가 예측변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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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9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통계적 검증력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본 조사에서 설정된 9개의 독립 변수에 대한 서로간의 상관관련성 문제와 두
집단 내 변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련성 문제인 다중공선성 문제
를 VIF 값을 통해 분석한 결과, 어떤 변수도 다른 변수의 변량을 10.0이상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분석의 적용 시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 내 변산이 동일한지의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을 의미하는
Box's M값이 88.385, p = .12로서 p>.05이므로 두 집단의 공변량 행렬이 동질적이라고 가정
할 수 있었다.
1) 판별함수의 유의도(적합성)와 판별계수 검증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디자인․집행활동의 지속과 단절의 두 유형과 독립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9개의 예측변수들을 한 번에 판별식에 투입하는 직접적 판별함
수분석(direct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방법이 적용되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1개
의 판별함수가 추출되었다. 먼저, 추출된 1개의 판별함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해
본 결과, p=.023수준(Wilks's Lambda, 85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
음, 프로그램개발의 디자인 집단과 집행집단을 구분하는 판별함수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표 5> 고유값 & Wilks' 람다

함수 고유값
1

.227(a)

분산의 %
100.0

누적 % 정준 상관 Wilks'람다
100.0

.379

.857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20.731

10

.023

고유값(Eigenvalue)은 .227이며, 판별함수와 집단 간의 상관을 의미하는 정준상관계수
(Canonical Correlation)는 .379로 나타나 판별함수와 집단 간에는 약 38%의 관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디자인․집행집단의 유형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파
악하기 위해서 9개의 독립변수의 표준화된 판별계수(b)와 함수와 변인간의 상관계수(s)를
파악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판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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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계적 유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 설정된 독립변수 중에서 가장 큰 판별계수 값의 절반
값을 기준(판별계수 값 .330)으로 분석하였다.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디자
인단계와 집행단계의 연속과 단절의 유형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관장의 참여(.661),
재정적 어려움(-.543), 개발자의 교육정도(.366), 개발자의 문제해결의 개방성(.343)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표준화 계수 값을 보이는 변수로서는 업무부담(-.237), 개방성(.213), 자신감
(.19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판별함수와 예측변수들 간의 집단 내 통합 상관관계에 따른
변수의 중요성을 파악한 결과, 표준화계수 값에서 보인 중요성의 순서와 동일하게 기관장
참여(.656), 개방성(.468), 재정적 어려움(.423), 교육정도(.344)가 가장 크게 관련성이 있는 변
수로 나타났다.

<표 6> 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계수와 구조행렬 계수

판별 변수

함수 (1)*
b

s

.661

.656

문제해결관련 개방성

.343

-.468

재정적 어려움

-.543

.423

정보수집정도

-.097

.308

교육정도

.366

-.344

업무부담

-.237

.165

실천적 개발 동기

.139

.164

정체감

-.041

.154

자율성

-.163

.095

기관장 참여

b = 표준화된 판별 계수,
s = 함수와 변인간의 집단 내 통합 상관계수(Pooled within-groups correlations)
*p<.05

2) 판별함수의 예측 정확성

본 연구에서 추출된 판별함수의 예측 정확성을 분류 행렬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표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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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대한 예측 정확도에서 70.1%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예측 정확도는 우연에 의해서
산출될 수 있는 정확성(분석이전 각 집단에 대한 사전확률), 즉 50%와 비교해 본 결과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거의 1.4배에 이르는 정확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정된
두 집단의 개별 예측 정확도를 파악한 결과, 디자인 집단은 74.2%, 집행집단은 66.4%를 각
각 정확하게 분류하여 디자인 집단이 집행집단보다 다소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었다.
끝으로, 함수의 집단 중심점(Functions at Group Centroids), 즉 두 집단의 판별점수의 평
균의 값은 각각 디자인 집단 -.765, 집행집단 평균 .216으로 나왔다.

<표 7> 분류결과

집단 구분

원래값

빈도
%

예측 소속 집단
디자인 집단

집행집단

합계

디자인 집단

23

8

31

집행 집단

37

73

110

디자인 집단

74.2

25.8

100.0

집행 집단

33.6

66.4

100.0

* 원래 집단 케이스에 대한 집단분류의 예측 정확도가 70.1% 임.

V. 사회복지 함의와 제언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연속성에 대한 학문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디자인과 집행 단계의 단절․연속 현상의 특징을 살펴
보고, 사회복지관에서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서 차이를 유발하는 판별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전국 335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청소년․아동부서에 프로그
램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한 내용
에 대한 본 연구의 학술적인 함의와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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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적인 함의
1) 기술적 분석 결론에 대한 학술적 함의

우선 기술 분석결과에 의해서 발견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개
발과정에서 디자인과 집행의 단절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조사결과 현
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 활동 중에서 이러한 활동이 디자인단계에서 집행단계
로 연결되는 경우는 78%이며 디자인단계에서 개발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는 22%였다. 프로
그램 개발활동에서 연속성을 보이는 비율도 높았지만 단절현상 역시 4개의 개발 활동 중에
서 1개 정도의 활동이 집행단계로 연결되지 못할 정도로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러
한 점은 현재 현장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활동에서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학술적 관심과 실태
파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연속성 현상과 관련된 독립 변수들의 기술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프로그램 개발활동을 위한 조건들은 프로그램 개발자들에
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었다. 현장의 조건 중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자신감, 교육정도, 사회복지에 대한 정체성, 업무의 자율성, 프로그램 개발 동
기와 같은 조건들은 비교적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프로그램 개발활동에 긍
정적인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들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재
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개발자들은 높은 업무 부담을 겪고 있고, 기관장의 참여나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의 정보수집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는 추후 프로그램 개발활동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유형과 정도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보다 나은 프로그램 개발활동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현장 프로그램 개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정보와 이해는 매
우 중요한 기초 지식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된 연구범위에서 밝혀내지 못한 다양
한 현장의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조건들, 예컨대 개인, 업무, 기관의 측면에서 어떤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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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2) 설명적 분석 결론에 대한 학술적 함의

본 연구의 설명적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결론과 학술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
의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 개발의 지속․단절의 연속성에 대한 예측모형의 변인들에 대한
학술적 의미와 이러한 예측변인들로 구성된 예측모형의 이론구성가능성에 대한 함의를 생
각할 수 있다.
(1) 예측모형의 변인들에 대한 의미

본 조사결과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디자인․집행활동의 연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9개의 예측변인 중에서 디자인과 집행의 연속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기관
장 참여, 재정적 어려움, 교육정도, 문제해결과 관련된 개방성과 같은 변인들이 중요한 변
인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기타 5개 변인들은 연속성을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4개 변인들에 대한
학술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그램 개발의 재정적 어려움이 프로그램 개발과정의 연속성을 확립하는데 중요
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재정
적 조건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례연구에서도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단계는 프로그램 디자인 활동의 결과물이 실제적으로 기관의 환경 안에서 현실
화되는 단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oldberg, 1995). 디자인과 집행단계에서의 연속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재정적 지원은 양적 조사로 이루어진 본 연구결과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다른 조사형태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는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보
면 너무나 당연하게 프로그램 개발활동에서 재정적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활동에서의 이러한 재정적 중요성과 덧붙여, 본 조사결과에서 밝
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활동이 디자인과정에서 집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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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재정적 요인이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아니며 또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아니라는 점이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수로서 재정적 요인과 함께 다른 3개의 요인들도 함께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본 조사결과로서 프로그램 개발의 디자인․집행의 연속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중
요한 변수는 개발활동에서의 기관장 참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조사결과
활용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Rothman, 1980; Altschuld et al., 1993). 사회복
지 기관에서 욕구조사의 결과가 실제적으로 기관차원에서 활용되는 데는 기관장의 역할이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유사성은 아마도 프
로그램 개발과정과 조사결과활용간의 유사점에서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사회복지
기관의 조사결과활용에 대한 현상이 사회복지기관의 조사활동을 통해서 나온 조사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기관차원으로 활용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기획활동
의 집행단계의 연속성 현상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관에서 조사정보의 ‘제도
적 활용(institutional utilization)'으로 옮겨가는데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근거
로서 Rothman(1980)은 기관변화의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기관장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새로운 활동을 기관 환경 안에서 제도화시키는데 필요한 기관 환경의 변화,
즉 자원의 동원, 기관의 구조적인 변화, 기관 직원들의 갈등 해결 등이 기관장의 역할과 매
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상하수직적인 성향이 강
한 조직문화에서 기획과정의 아이디어나 정보가 기관에서 제도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는
기관장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시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자의 개발과 관련된 지식․교육정
도가 프로그램 디자인단계와 집행단계의 연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일반
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활동은 문제와 개입이론․실천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 개
발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활동이다. 본 조사결
과에서 나타난 개발과정에서의 이러한 지식의 중요성은 이미 사회복지 프로그램 디자인단
계의 활동과 관련된 기존 연구조사결과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 프로그램
디자인단계에서 특정한 개발 활동은 프로그램 개발자의 지식 및 교육과 매우 밀접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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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인해․공계순, 2003). 본 조사결과는 흥미롭게도 사회복
지 프로그램 개발활동에서의 지식과 교육의 중요성이 단순히 디자인 단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보다 확대된 개발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 프로
그램 개발과정에서 개발자의 개발에 대한 지식은 프로그램 디자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만 프로그램 디자인단계에서 프로그램의 집행단계로 넘어갈 때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프로그램 집행은 디자인단계에서 이루어진 계획들을 기관
의 환경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Sheirer, 1981)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개발자의 지식보다는
환경적 변인들을 보다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사실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대한 개발자의 지식이 프로그램 디자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집행단
계로의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결과에서 디자인과 집행의 연속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은 프로그
램 개발자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개방성이었다. 본 조사과정에서는 기존의 ‘개방성’변인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나타난 ‘문제해결과 관련된 개방성’을 예측모형에 투입한
분석결과에서 이 새로운 변수가 프로그램개발의 연속성여부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
다. 프로그램개발의 연속성이 일반적 ‘개방성‘ 변수가 아닌 ‘문제해결과 관련된 개방성’ 변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유는 아마도 '개방성'의 성격 중에서 문제해결과 관련된 특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기획된 프로그램 내용을 실제적으로 기관 환경
에 접목시키는 과정에는 필요한 자원의 동원과 조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해집단들 간의 갈등을 보다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앞서 언급한 기관장의 참여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자의 문제
해결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예측모형의 이론 형성에 대한 가능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기관에서 디자인과 집행의 연속성을 예측할 이론적 기반으로 이
와 같은 유사활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과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측모델
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 모형 중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개의 변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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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각 개별변수들의 의미를 예측모형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디
자인․집행의 연속성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탐색적인 이론형성의 기반들이 미약하게나마
발견된다.
첫째, 프로그램 디자인과 집행의 단절 혹은 지속 현상은 기관 환경의 여러 차원에서 종
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특징은 예측변수들의 특성을 생각해보
면 알 수 있는데, 9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4개의 예측변수들은 각각
개인적 특성에서 2개, 업무환경영역에서 1개,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1개씩으로 기
관의 전체적인 환경의 전반적인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프로그램 개발의 집행단계의 특징이 기획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기관 환경으로 옮겨
가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활동은 그 어느 단계보다 기관의 종합적인 환경
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그러나 프로그램 디자인과 집행의 연속성이 기관의 전체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더
라도 디자인단계의 활동과 집행단계의 활동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변인들이 함께 영향을
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중요하게 나타나는 4개의 변인들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디자
인 단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변수인 교육과 같은 변수(서인해․공계순, 2003)와 함께 집
행단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변수들 즉 재정, 기관장의 참여(Goldberg, 1995)도 이 단계
의 프로그램 개발 연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디자인단계와 집행단계
를 연결시키는 활동은 앞서 설명한 기관 환경의 종합성뿐만 아니라 어느 한 단계의 개발활
동에만 영향을 받지 않고 디자인과 집행단계 활동특징에 모두 영향을 받는 개발활동의 시
간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예측 모형에서 나타난 프로그램 개발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4개 변인들의 상황 및
행위적 특징을 분석해 보면, 미약하게나마 프로그램 디자인과 집행 단계의 연속성을 설명
하는 하나의 이론적 원칙을 조심스럽게 찾아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프로그램 디
자인․집행의 단절 혹은 지속은 디자인한 프로그램이 기관의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자원동
원활동과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 경제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기관장의 참여와 활동,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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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식과 교육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에
나타난 4개 변인들의 상황 및 행위적 역할들은 모두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
움을 헤치고 나아가기 위한 추진력과 관련된 것이라고 본 연구자들은 판단한다. 그리고 이
러한 연속성에 대한 이론형성 기반에는 분명 재정, 기관장의 참여 등을 강조하는 정치․경
제적인 시각(Hasenfield, 1980; 1992)도 매우 강하게 반영되고 있지만 개발자의 문제해결능
력과 교육․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기술체계이론의 특징도 분명히 들어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구성된 분석모형의 이론적 검증노력이 탐색적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만, 분석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용되는 4개 변인들로 구성되는 판별모형의 예
측 적합도는 70.1%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모형 적합 수준은 결코 낮지 않는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이에 대한 이론 검증을 충분하게 확보했다고는 결코 볼 수 없다. 앞서 설명했지
만 여전히 사회복지 프로그램 디자인 활동이 집행 활동으로 나아가는 연속성 현상에 대해
서 많은 실증적 연구의 과제와 이를 통한 이론적 구성작업과 검증과정을 남겨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조사결과에서는 디자인․집행의 연속성의 시간적 전체성과 동시성을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변수선정과 이에 대한 정교한 측정방식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 활동
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2. 실천적 함의와 제언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활동에서 디자인․집행활동 단계의 단절현상을 막고 연속성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이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개발활동의 실천원칙은 기관장의 참여를 유도하며, 개발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개
방성과 개발과 관련된 교육 수준을 높이고, 개발과정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실천 원칙에서 지적되고 있는 요인들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사전 환경 조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도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과정 속에서 구현되
어야 하는 것도 있다. 개발과정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간략하게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개발과정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과제로서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기관장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기관장의 참여는 프로그램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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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단계에서 실제적인 기관차원에서의 집행단계로 옮겨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다. 그러나 현장의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분위기는 프로그램 개발활동이 기관의 경력
자보다는 기관에 갓 들어온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인해․공계순,
2003).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담당 직원과 기
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경력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관 운영 현실에서 기관장의 업무가 다양하고 매우 바쁘지만 프로그램 개발활동
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발활동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참여를 꼭 유도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사전 기반 조건으로서 무엇보다도 교육 현장에서의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지식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
는 교육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은 프로그램 개발활동에 대한 지식이 없으
면 이루어질 수 없는 활동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들은 실증적 연구결과로서 프로그램 개
발활동의 특징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대학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과목은 중요한 교과목으로 여겨질 정도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내용적인 면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프로그램 개발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실천, 행정, 조사방법 과목들과
연계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교육에서부터 개발과정의 단계별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뿐만 아니라 단계별 활동들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광의적인 시각의 프로그
램 개발지식까지 갖출 수 있게 하는 교과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교육과정에서는 프
로그램 개발활동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이나 갈등요소들을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개방성’능력을 증대시켜 주어야 한다. 사회복
지 실천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활동을 할 때에는 프로그램 개발 기술과 방법의
적용도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프로그램 개발의 단계별 활동이나 단계별 활동의 연속성을 획
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요인이나 어려움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한
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개발 활동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정치,
경제, 재정적 환경들을 융통성 있게 극복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 개발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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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서 밝혀진 내용은 재정적인 문제만이 프로그램 개발의 연속성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여러 영향 요인들 중에서 중요한 요인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계에서는 프
로그램 개발활동을 돕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
재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 개발지원은 주로 일부 민간재원단체나 공동모금회 등과 같은
단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재정적 지원 단체를 보다 다양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재정 지원 단체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절대
액수가 증가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개발활동을 지원하는 단체 간의 중복된 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협력체계도 필요한 실정이다.
끝으로, 현장에서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듯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 개
발활동의 연속성을 획득하는 과정 역시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특성에 대
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교육자, 연구자, 기금 제공자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개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내외의 여러 주체들이 모두 공감하면서 실제적인 변화를 꾀할 때, 프로그램 개발활동이 중
간과정에서 단절됨이 없이 연속성을 갖게 되고 동시에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을 창출하게
되는 혁신적 프로그램개발활동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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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iscriminant Analysis on Factors Influencing on the Continuum of Program
Development Activities in Korea

Seo, In-Hae(professor, Hallym University)
Kong, Gye-Soon(professor, Hoseo University)

Despite the rapidly increased concern on program development activities in social work field
in Korea, there are still unknown why a lot of cases in the program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field have not successfully transferred from a design activity into next activity, an
implementation activity.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phenomena

of the continuum of the

program development activities, which result in numerous impacts on the social service agencies
and local communities in Korea. The researchers constructed an explanative model with 9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basis of reviewing the related literatures, including implementation
studies, A discriminant analysis was applied to predict the feature of program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e 141 questionaries with experiences of program development, among the 201
questionaries responded from the 335 social service centers in Korea.
As the result of the descriptive analysis, the two noticeable features are found; (1) 1 case per
5 cases in the development activities is discontinued at the design process, (2) there are some
negative and positive aspects of the 9 factors in term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influencing
program development activities. The results of the discriminant analysis show that four variables
predict the continuum or discontinuance of the program development in the stages of design and
implementation. In addition, the holistic feature of the models can construct the possibility of
theoretical perspective underly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o-technical features in program
development activities in Korea. The implication of major findings were discussed in academic
and practical perspectives in Korea, including future research works in the area.
Key words: continuum of program development, implementation, design, discrimina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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