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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실천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학생의 낙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정 연 정*
본 연구는 보편성, 예방적 접근, 낙인해소 등을 지향하는 학교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낙인인식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학교사회복지
현장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낙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서비스공급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을 검토하여 그 영향력을 분
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회구조적 요인이다. 선별주의에 위치되어
있는 한국사회복지의 구조적 특성은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형성에 개입하며, 이는 결국
복지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복지인식, 공동
체인식, 평등인식을 포함하여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수원시의 학교사회복
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3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5,63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회
귀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개인적 요인(교급, 자존감, 우울․불
안․자살충동, 공격성․분노), 환경적 요인(부모지지, 담임지지, 급우지지, 친구지지), 서비스공
급 요인(이용 수준, 전문가지지), 사회구조적 요인(복지인식, 공동체인식, 평등인식)이 낙인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사회복지의 본래적
목적과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학교사회복지, 낙인, 복지인식, 공동체인식, 평등 및 기회균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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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낙인의 문제는 사회복지의 오랜 역사 속에서 관찰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철학적 원리와 그에 따른 방식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
타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는 빈곤을 다루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빈곤에 대한 대응 방식은 빈
곤에 대한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빈곤에 대한 가치판단은 빈곤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관점에 따라 흔히 선별(잔여)주의 또는 보편(제도)주의로 대별된다. 다시 말하면 빈
곤의 원인이 개인인가, 구조인가 그리고 그 책임은 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공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이러한 상이한 이해와 가치판단은 그 사회가 복지와 사회문제를 다루는 정
책적 개입방식 속에 꾸준하게 반영되어 왔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엄정한 자격심사를 전제하는 잔여적 접근의 최대 단점으로
사회적 낙인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복지 수급자격을 갖게 됨으로써 빈곤자 라는 특별한 이미지
를 갖게 되며, 서비스와 급여의 신청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공공의 부담을 지운다는 좌절감 내지는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즉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에는 그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능력하다는 낙인을 내포하게 되며(Sibicky & Dovidio, 1986), 서비스 이용 대상자라
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Rogers-Dillin, 1995).
이러한 낙인인식이 초래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낙인인식은 인간의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고 있으며(서미경ㆍ김정남, 2004), 서비스 이용자의 정신건강(정원철ㆍ박원준ㆍ심경순,
2007), 그리고 자존감이나 우울과도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인옥, 2007; 이지
연ㆍ강지연ㆍ이인숙, 2008).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도덕적 비
난과 낙인의 우려로 인해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외부에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 학교 학생들의 13.4%가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정연정, 2012)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사회복지 실천의 종단적 성과측
정을 위한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학교사회복지 사업 운영 이후 오히려 낙인인식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연정, 2014). 이러한 낙인인식은 프로그램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신주희, 2008; 정무성 외, 2006), 학생들 상호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고되
고 있다(정무성 외, 2006). 또한 높은 낙인인식은 전문적 도움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이민지, 2006; Waston, 2001) 도움을 회피하게 만든다(Waston, 2001).
학교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낙인인식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선별주의에 위치되어 있는 한국사
회복지의 제도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 사회의 힘 관계가 반영된 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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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사람들의 의식을 규정하고 이는 다시 현실과 정책에 투영되기 때문이다. 즉, 선별주의 철
학에 기반한 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형성에 개입하며, 이는 결국 복지서비스 이
용에 장애가 된다. 이에 학교사회복지가 보편주의를 지향하고 낙인감 없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한국사회복지의 제도적 특성 하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갖게 되는 잔여적인
복지인식은 학교사회복지 실천현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론적 배
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사회복지의 철학과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특성
에서 파생되는 낙인인식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입장에서 논의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낙인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학
교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낙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사회복지 실천에서 낙인인식을 감소시키고 학교사
회복지의 본래적 목적과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

1. 학교사회복지의 철학과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특성
사회복지 철학의 기초적 질문은 위험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유범상․정연
정, 2013). 다시 말하면 위험의 원인이 개인인가, 구조인가 그리고 그 책임은 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공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이를 흔히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구분한다. 전자
의 경우 문제의 원인은 개인과 가족이며, 개인의 경쟁, 자조, 자립을 강조하고, 기회의 평등 및
소극적 자유를 추구한다. 이에 복지는 국가의 주요한 책임이 아니게 되며 국가는 보완적, 보충
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때 시장에서 탈락된 자들을 엄정하게 조사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복지
는 시혜의 이미지가 강하며 스티그마가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후자의 경우 문제의 원인은 사회
구조와 환경이며,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고, 조건의 평등 및 적극적 자유를 추구한다. 이에 복지
는 국가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이 된다. 또한 모든 시민은 복지의 권리를 가진 주체가 되
기에 스티그마는 존재하기 어렵다.
이상의 상이한 사회복지의 철학적 토대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의 정의, 목적, 대상 등을 살펴보
면 양자의 철학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사회복지는 교육에 대한 기회의 평등에 초점(성민선 외, 2009; 윤철수․진혜경․안정선,
2006; 한인영․홍순혜․김혜란, 2004; 한인영․홍순혜․김혜란․김기환, 1997; Allen-Meares, 2008;
Costin, 1975)을 두어 그 당위성이 강조되는 한편, 생태체계적 관점을 주요한 이론적 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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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환경과의 조화와 적응의 차원에서 학교사회복지가 정의되고 있다(성민선 외, 2009; 윤철수․
진혜경․안정선, 2006; 전재일, 1997; 한인영․홍순혜․김혜란, 2004; 한인영․홍순혜․김혜란․
김기환, 1997; Allen-Meares, 2008; Freeman, 1995; Hare, 1995). 또한 실천의 주요한 대상과 방법으
로 위기에 대한 대처(Zastrow, 1993) 및 사례관리와 특정한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
원한다(성민선 외, 2009; 윤철수․진혜경․안정선, 2006; 전재일 외, 2011; 한인영․홍순혜․김혜
란, 2004; 한인영․홍순혜․김혜란․김기환, 1997; Allen-Meares, 2008).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학교사회복지가 연대의 원리에 기초한 조건의 평등이 아닌 기
회의 평등에 위치지어 있으며, 사회경제 구조와 거시적 제도의 변화가 아닌 인접 환경 에 대한
개인의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도움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
생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만 본다면 학교사회복지의 철학
은 보편주의가 아닌 선별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한편, 학교사회복지를 공평한 출발선의 제공뿐만 아니라 각자가 처한 조건에 구애
받지 않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여 조건이 공평하게 보장되는 것(윤철수․진혜경․안정선, 2006;
한인영․홍순혜․김혜란, 2004)으로 설명하며, 모든 학생을 대상(성민선 외, 2009; 윤철수․진혜
경․안정선, 2006; 한인영․홍순혜․김혜란, 2004; 한인영․홍순혜․김혜란․김기환, 1997)으로,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되는 추세(성민선 외, 2009)라는 점에서 보편주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학교사회복지 현장의 실천가들은 직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쉼터 제공자로서의 역
할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노혜련․김상곤, 2006). 이는 한국적 현실에서 쉼터가 부재한
한국교육현장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교사회복지실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통해
심리적 접근성을 확보하여 예방과 보편성을 추구하며 낙인감 없이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교류하
고자 하는 실천방향(노혜련․김상곤, 2006)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학교사회복지의 실천현장은 보
편주의의 입장에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천 현장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낙인인식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헌은 찾아보기 어려
우나,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 학교 학생들의 13.4%가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
로 생각하는 것(정연정, 2012)으로 나타났다. 선별주의적 접근을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
원사업 운영 학교 학생들의 16.0%가 도움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김상곤․정연정, 2008)에 비추어
볼 때,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학교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도 낙인인식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교사회복지 실천의 종단적 성과측정을 위한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학교사회복지
사업 운영 이후 오히려 낙인인식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연정, 2014).
1)

1)

인접 환경(social milieu)은 정치이념, 경제적 요인 등의 넒은 의미의 사회구조적 요인보다 개인에게 영향
을 미치는 매우 제한된 영역의 사회적 환경을 의미한다(Foo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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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한국적 사회복지의 제도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사회의 복지
수준이 탈상품화(Esping-Andersen, 1990) 또는 사회적 임금으로 표현된다고 할 때, 한국의 복지수
준은 <표 1>의 국가별 사회적 임금의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북유럽국가
가운데 스웨덴의 시장임금과 사회적 임금간의 비율은 약 52:48의 수준에 이르나 한국은 약 92:8
로, 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표 1> 시장임금과 사회적 임금의 비율
시장 임금
사회적 임금

국가
스웨덴
51.5
프랑스
55.8
독일
61.2
OECD 평균
68.1
한국
<출처: 오건호, 2009, 한국의 국가재정과 복지국가 재정전략>
92.1

48.5
44.2
38.8
31.9
7.9

이처럼 한국의 사회복지는 민간부문의 재원에 의존한 지출구조를 갖는 낙후된 유형으로 분류
된다(백승호․안상훈, 2007). 또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정책은 사후대응(김영란, 2008)의 성격
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잔여적 입장을 특징으로 하며 낙
인은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한 사회의 힘 관계가 반영된 사회정책은 사람들의 의식을 규정하고 이
는 다시 우리의 일상에 투영된다. 이에 취약하고 낙후된 한국사회복지의 현실에서는 학교사회복
지의 본래적 취지가 구현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
다.
2. 한국의 복지제도와 복지인식
신제도주의의 한 부류인 역사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제도는 공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 간의 활동의 결과이자 반영이다(Thelen and Steinmo, 1992: 유범상 외, 2013에서 재인용).
이러한 제도는 다시 명문화한 계약, 규칙, 법 등을 통해 일정하게 고정된 안정성과 함께 정치세
력과 관계를 통제한다. 다시 말해, 제도는 권력과 영향력의 분배, 이익의 정의, 그리고 사회의
가치의 확립에 개입한다(Hall, 1986; Pontusson, 1995; Thelen and Steinmo, 1992: 유범상 외, 2013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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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빈곤을 다루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에는 빈곤에 대한 가치판단으로부
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빈곤에 대한 가치판단은 빈곤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책임 등에 대
한 관점에 따라 선별(잔여)주의 또는 보편(제도)주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선별주의는 빈곤문제를 포함한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 결함 또는 사회적 부적응 때
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문제의 해결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하며 기존의 사회질서 유
지를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선별주의에서 사회복지는 시혜나 자선에 따르는 낙인인식
을 갖게 되고 이는 인간의 존엄에 손상을 입힌다고 주장된다(Gilbert & Terrell, 2007). 반면에 보
편주의는 국가와 사회의 개입을 주장하는 경우로 사회문제가 사회제도의 결함과 사회구조의 모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관점과 복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그 사회가
복지와 사회문제를 다루는 정책적 개입방식 속에 꾸준하게 반영되어 왔다.
앞서 살펴본 바의 역사적 제도주의의 맥락에서 한국사회 전반의 복지제도는 선별주의 철학에
기반한 힘 관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위험의 원인은 개인이며 문제는 사적으로 해결하되,
복지는 시혜나 자선의 관점에서 접근된다. 이러한 복지제도 하에서 낙인인식은 필연적으로 동반
된다. 선별주의 복지제도는 엄격한 방식으로 복지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계약, 규칙,
법 등은 선별주의 철학으로 통제하고 이는 다시 한 사회의 가치와 인식에 개입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사회의 복지정책안에 담지된 철학은 국가 역할의 범위 , 위험 또는 빈곤
에 대한 책임소재 , 경제성장과 복지의 관계 , 공동체와 개인 등으로 표현되는 복지인식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양자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식의 차이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인식이다.
이에 학교사회복지의 철학이 보편주의 관점을 지향하고 낙인감 없이 예방적 또는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한국사회복지의 구조적 특성 하에서 갖게 되는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인식은 학교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

’

‘

’

‘

’ ‘

’

3. 사회적 낙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낙인(stigma)은 사회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어떤 개념에 대한 다른 인식 과 인간의 가치절하 결
과 라는 2가지의 기본구성을 포함하는 사회적 구성체이다(Heatherton et al., 2000). 낙인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시키면 사회적 낙인 과 자기 낙인 의 두 가지 종류의 낙인이 존재한다(Corrigan,
2004). 이는 앞서 어떤 개념에 대한 다른 인식 과 인간의 가치절하 결과 라는 2가지 기본구성을
포함한다는 Heatherton의 정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회적
낙인은 한 개인이 사회나 집단 즉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인식 이고, 자기 낙인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개인적인 자기 진단에 의해서 야기되는 자기존
중감이나 자기 가치감의 감소 이다.
‘

’

‘

’

‘

’

‘

‘

’

’

‘

‘

’

’

‘

’

- 126 -

정연정 / 학교사회복지실천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학생의 낙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학교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낙인은 서비스 요청 또는 서비스 이용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수용받지 못한다 는 것과 이러한 행
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는 인식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살펴본 바의 낙인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서비스 요청 및 이용행위와 관련한 사회적 낙인 으로 개인과 사회에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을
가져오며 중요한 기회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사회적 낙인은 이후에 자
신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자기낙인 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해소해야 할 문제이다.
사회적 낙인은 전문적 도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며 도움을 회피하게 만들고, 도움
을 받더라도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Corrigan, 2004). 구체적으로 청소
년들의 도움요청에 대한 낙인의 영향력 을 전국적인 표본을 사용한 Penn (2002)의 연구에 의하면
낙인이 높은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성인들보다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인인식은 결국 프로그램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신주희,
2008; 정무성 외, 2006), 학생들 상호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정
무성 외, 2006). 높은 낙인인식은 전문적 도움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이민지,
2006; Waston, 2001) 도움을 회피하게 만든다(Waston, 2001).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회적 낙인 은 서
비스 요청 및 서비스 이용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낙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가치, 서비스 종류와 전달체계, 서비스 제공자,
개인의 왜곡된 의식,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을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서비스공급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 연령, 노동가능성(직업유무), 학력, 직업의 유무, 종교, 경제상태, 결혼
상태, 주거형태, 가족의 구성형태 등이 있다(김은영, 2007; 김종해, 1998; 박진호, 2002; 이혜경,
1984). 구체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높은(김상곤ㆍ정연
정, 2009; Offer et al., 1991) 반면, 남자청소년은 전문가보다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ubow, 1990).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김상곤ㆍ정연정, 2009; 김종해, 1998), 건강
이 나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이 없는 사람이 낙인을 많이 느끼게 된다(김종해, 1998).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종교, 직업유무, 주거형태, 가족의 구성형태, 월평균
수입별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김은영, 2007).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는 자, 교육정도가
높은 자가 느끼는 낙인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혜경, 1984). 다음은 개인의 심리사회
적 적응요인으로 사회적 적응성, 자아존중감, 피해의식, 수치감은 낙인인식과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김융일, 1994; 김수현, 2000; 박진호, 2002; 유소연, 2004).
둘째, 환경적 요인으로 가족지지, 사회적지지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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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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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994; 박영란, 2003; 정원철ㆍ박영준ㆍ심경순, 2007). 또한 주변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낮은 또
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낙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호, 2002; Robin Rogers-Dilllon,
1995; Dudly, 2000).

셋째, 서비스 공급요인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급여수준,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수준(질)에 대한 불신, 서비스를 받은 기간이 요인이 되는데(김은영, 2007; 김종해,
1998; 박진호, 2002) 서비스가 치료를 위한 서비스이며, 받은 기간이 짧을수록 낙인감은 낮게 된
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다른 어떠한 영향요인보다도 서비스 공급자의 태도적 측면에서 낙인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김종해, 1998, 박진호, 2002).
넷째,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복지서비스의 일방적 교환체계(불평등교환이라는 사회복지의 특
성), 사회가치, 편견(Crandall 1994), 이념적 성격, 왜곡된 빈곤 인식, 사회복지제도의 요인이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종해, 1988; 이혜경, 1984).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낙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요인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적응요
인, 둘째, 환경적 요인으로 주요한 타자의 지지 셋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공급 요인,
넷째, 사회구조적인 측면인 문화와 가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등의 요인이 낙인인식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2014년 현재 수원시 지차체 차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37개
초․중학교의 학생 일반이다. 이 가운데 초등은 설문응답이 가능한 고학년 4-6학년과 중등은 1-3
학년을 대상으로 체계적 층화표집으로 하여 학년별 1개 이상 학급씩 표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10월 한달 동안 진행되었고, 각 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가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설문내용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설문지는 5,632부이다.
2. 주요 분석 변수의 측정
독립변수
독립변수를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서비스이용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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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요인 가운데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제외한 심리․사회적 적응요인 으로 긍정적인 자
아개념 척도는 김상곤(2007)이 개발한 척도로서 정서적 자아 와 사회적 자아 , 성취적 자아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는 .913로 신뢰할 만하였다. 우울ㆍ불안ㆍ자살
충동 과 공격성ㆍ분노 척도는 청소년 패널 연구(2007)에서 사용한 척도를 준용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는 각각 .871와 .845로 신뢰할 만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김
상곤(2007)이 개발한 척도로 친구와의 관계 , 교사와의 관계 , 수업에 대한 태도 , 학교행사에
대한 태도 , 학교에 대한 태도 의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는 .891로 신뢰할 만하였다.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지지 , 교사지지 , 급우지지 , 친구지지 는 Christine과 Stephene(1999)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고 일부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
는 .903 - .933에서 나타나 신뢰할 만하였다.
서비스공급 요인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지지 의 경우 전문가 지지 척도를 학교사회복지 상황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는 .957로 신뢰할 만하였다.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복지인식 및 태도 는 서울복지패널(2005)의 복지태도 척도의 5개 문항에
가난의 일차적 책임, 성장과 복지에 대한 관계성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한 4개 문항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높은 것으로 점수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 복지인식 및 태도의 Cronbach  는 .744로 신뢰할 만하였다. 공동체인식 은 한국교
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2007, 2010)에서 사용한 사회참여의식, 타인 배려, 협력, 정
치․사회에 대한 관심 및 참여의사 등의 공동체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
체 12개의 문항 가운데 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7개의 문항을 선별하였으며, 시민권에 대
한 문항을 1개 추가하여 8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동체인식의 Cronbach  는 .885
로 신뢰할 만하였다. 평등 및 기회균등인식 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시민의식 측정연구 (김태준
외, 2003)에서 사용한 사회통합척도 본 검사용 문항에서 선별하였다. 기회균등에 대한 문항 3개
와 민주적 가치 및 다양성에 대한 문항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문항을 추가하여 총
4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등 및 기회균둥 인식의 Cronbach  는 .711로 신뢰할
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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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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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속변수
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회적 낙인 척도는 Komiya 외(2000)가 개발한 심리적 도움을 받
는 것에 대한 낙인척도 (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를 번안하여 이민지(2006)가
사회적 낙인 척도로 사용한 것을 실천현장의 상황에 맞게 세부용어를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현장에서 실천의 주요한 성과측정 척도로 검증한 바 있다(김상곤․정연정, 2008).
본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
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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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받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은 약함이나
무능함의 표시다 , 만약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를 받았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될 것이다 ,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숨기는
것이 현명하다 , 사람들은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는 .885이었다.
’ ‘

’ ‘

’

’

‘

‘

’

<표 2> 주요 분석변수의 측정도구
변수
요인
척도
척도 소개집
신뢰도 점수 구간 방향
종속
사회적 낙인
Komiya 외(2000)
.885
5∼25
변수
긍정적인 자아개념
김상곤(2007)
.913
10∼50
+
심리․사회적 우울ㆍ불안ㆍ자살충동 청소년패널연구 .871 6∼30 적응요인
공격성ㆍ분노
.845
6∼30
학교생활적응
김상곤(2007)
.891
12∼60
+
부모지지
.903
4∼20
교사지지
.931
4∼20
Christine &
환경적 요인
+
Stephen(1999)
급우지지
.933
6∼30
독립
친구지지
.926
4∼20
변수
서비스공급 학교사회복지사 지지
Christine &
.957
4∼20
+
요인
Stephen(1999)
서울복지패널 (2005) .744 9-45 혼합
복지인식
+ 연구자 구성
사회구조적
공동체인식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885 8-40
+
요인
시민의식
평등 및 기회균등인식 측정연구
.711
4-20
혼합
(2003)
서울복지패널에서 구성된 5개의 문항에 복지인식과 관하여 중요한 쟁점이라 판단되는 4개의 문항을 연
구자가 추가하여 재구성함.
2)

2)

3. 분석방법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로서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추론통계로서 종속변
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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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들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 가 49.8%, 여자 가 47.7%로 나타났다.
학교구분은 초등 이 84.1%, 중등 이 15.9% 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가정 내 주관
적인 경제적인 수준은 잘사는 편 이 47.2%, 보통 이 48.0%, 못사는 편 이 3.1%로 나타나 경제
적 수준을 대체로 중상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

’

‘

‘

‘

’

‘

’

’

’

‘

’

‘

’

’

항목
성별
학교 구분
경제적 수준
합계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남자
2,802
여자
2,689
무응답
141
초등
4,735
중등
897
잘사는 편(상)
2,661
보통(중)
2,705
못사는 편(하)
176
무응답
90
5,632

백분율
49.8
47.7
2.5
84.1
15.9
47.2
48.0
3.1
1.6
100.0

2.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낙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4>는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낙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이다. 낙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모형은 R =.322로 약 32.2%의 설명력을 보였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이었다(F=105.255, p<.001). 전체적인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성은 공동체인식, 평등 및 기회균등 인식, 우울․불안․자살충동, 학교사회복지
사지지, 복지인식, 급우지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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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낙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요인

변수명
상수항
성별D (준거: 남자)
교급D(준거: 초등)
중
경제적 수준D
(준거: 상)
하
긍정적 자아개념
우울ㆍ불안ㆍ자살충동
공격성ㆍ분노
학교생활적응
부모지지
담임지지
급우지지
친구지지
상
학교 내 저소득층 중상
비율 D(준거: 하)
중하
이용수준 D
낮음
(준거: 높음)
운영기간(1년차-4년차)
학교사회복지사 지지
복지인식
공동체인식
평등 및 기회균등 인식

-

개인적
요인

3)

인구
사회학적
요인
심리ㆍ사회적
적응요인

환경적 요인

4)

표준화
계수

t

값

공선선 통계량
공차한계
VIF
6)

-

36.423***

.019

1.474

.843

1.186

.050

3.488***

.695

1.439

-.006

-.448

.863

1.158

-.001

-.060

.918

1.089

-.046

-2.191*

.327

3.054

.156

9.927***

.589

1.697

.045

3.057**

.657

1.522

.030

1.373

.301

3.323

-.042

-2.459*

.506

1.975

-.053

-3.218**

.528

1.893

.070

3.819***

.431

2.318

-.042

-2.382*

.476

2.100

-.005

-.325

.605

1.654

-.017

-1.084

.610

1.639

-.012

-.814

.692

1.446

.036

2.845**

.912

1.096

-.019

-1.409

.794

1.260

-.084

-5.740***

.678

1.475

-.071

-5.267***

.800

1.250

-.290

-17.560***

.535

1.871

-.156

-11.563***

.801

1.248

5)

서비스공급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F

.322



값

105.255***(df=21)

*p<.05, ** p<.01, *** p<.001

는 가변수(Dummy variable)화 하였음을 의미
학교 내 저소득층 비율은 전체학생 수 대비 저소득층 학생 수에 따라 상, 중상, 중하, 하로 구분
이용수준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다시 높음과 낮음으로 범주화하여 구분

3)

D

4)
5)

6)

다중공선성의 진단방법으로 공차가 1에 접근하거나 VIF의 값이 1에 접근하게 되면 변수간에 다중공선성
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만일 VIF가 10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양병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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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요인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초등에 비해 중등의 낙인인식이 높았다(p<.001).
이는 학년이나 교급이 높아갈수록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론적 검토에서와 달리 경제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측정의 타당성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특성상 경제수준을 가계의 월평균 수입과 지출을 통해 확인한 것이 아니라 상․
중․하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경제수준을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실제 경제 수준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리․사회적적응 요인에서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낙인인식은
낮았다(p<.05). 반면 우울ㆍ불안ㆍ자살충동(p<.01)과 분노ㆍ공격성(p<.001)이 높을수록 낙인인식
도 높게 나타났다. 즉,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안정성과 건강성은 낙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환경적 요인에서는 부모지지(p<.05), 담임지지(p<.01), 친구지지(p<.05)가 높을수록 낙인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급우지지는 높을수록 낙인인식이 높게 나타났다(p<.001). 상이한 결과가 나
타난 급우지지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쉬는 시간에 나와 잘 놀아준다 , 조별활동에서 조원으로
선택해준다 , 나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물어본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부모, 담임,
친구의 개별적 관계와는 달리 학급에서의 집단적 관계성과 문화 등에 어느 정도 동화되고 수용
되는지와 연관이 깊다. 관련하여 한국사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최
상진, 유승엽, 1992), 학급에서 급우들 간의 집단적 관계성은 역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공급 요인에서는 이용수준이 높음에 비해 낮은 경우에 낙인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01). 해당 변인은 학교사회복지 서비스전달과 물리적․심리적 접근의 용이함 등 서비스 공
급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간접적인 변인으로 낙인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낙인인식이 낮게 나타났는데(p<.001), 이
는 서비스의 공급의 적절성 가운데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가 낙인인식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구조적 요인에서는 투입한 모든 변인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인
식의 경우, 사회복지를 선별주의가 아닌 보편주의로 이해할수록 낙인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p<.001). 또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협동과 연대의식이 포함된 공동체인식이 높을수록(p<.001),
그리고 평등 및 기회균등 인식이 높을수록(p<.001) 낙인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선별주의에 위치되어 있는 한국사회복지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구성원들의 가치와 복지
인식들은 결국 낙인인식을 갖게 되어 복지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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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보편성, 예방적 접근, 낙인해소 등을 지향하는 학교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낙인인식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학교사회복지현
장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낙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수원시 학교사회복지
사업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서비스공급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을 검토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회구조적 요인이다. 선별주의에
위치되어 있는 한국사회복지의 구조적 특성은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형성에 개입하며, 이는
결국 복지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복지인식, 공
동체인식, 평등인식을 포함하여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요인으로 교급, 자존감, 우울․불안․자살
충동, 공격성․분노가 낙인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지지, 담임지지, 급우
지지, 친구지지가 낙인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서비스공급 요인으로 서비스 이용 수준, 전문
가지지가 영향을 미쳤고,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복지인식, 공동체인식, 평등인식이 낙인인식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사회복지의 본래적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에서 우울ㆍ불안ㆍ자살충동, 분노ㆍ공격성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낙인인식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내재화된 문제와 외현화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의 심리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학생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개입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교급
은 개인적 요인에 포함되지만, 낙인인식과의 관계성에서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연령대로의
생애 전환기임을 고려할 때, 이 역시 결국 사회의 문화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사회구조적 요
인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에 교급에 따른 특별한 관심과 특성화된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환경적 요인의 경우 학생들의 주요한 타자와의 관계성이 낙인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부모, 담임, 친구지지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낙인인식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급우지지는 상이한 결과를 가져왔다. 학급에서 급우들 간의 집단적 관계성은 역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에 눈치를 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학급
더 나아가 학교 내의 문화와 분위기를 친 복지적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는 노력과 전략이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의 적절성을 재고할수록 낙인인식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공급의 적절성은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서비스 효과를 위해 요구되는 요소로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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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용자의 욕구 부합성,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의 물리적 접근성이나 이미지 등의 심리적 접
근성,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홍보,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시간, 비
용 등), 서비스 이용경로(담당자의 태도와 친절도, 이용의 간편성 등) 등을 의미한다. 이는 이용
자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전략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낙인인식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 학교사회복지 서비스의 물리적
접근과 심리적 접근의 용이함,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계획과 실행,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촉진하는 홍보전략, 서비스 제공자인 학교사회복지사와 보조인력(실습생과 자
원봉사자)의 태도 등은 낙인인식을 해소하는 데 큰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회구조적 요인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성이 가장 높은 변인들이 포함되어 있
는 동시에, 요인 내의 하위 변인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낙인인식의 해소를 위
해 가장 주력해야 할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는 거시적 수준의 실천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연구결과에서 의미있게 나타난 다른 하위 요인에 대한 개입만으로 낙인인식의 문제는 결코 해
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교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인접환경과의 적응과 변화
를 위해 수행해온 그간의 실천을 거시적 수준으로 그 맥락의 변경을 고민해야 함을 의미한다.
앞서의 논의에서처럼 한국 사회복지의 구조적 특성 하에서 복지에 대한 낙인인식은 피하기
어렵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선별주의의 철학과 이에 따른 서비스 전달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전반에서 대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경향성과 패턴을 갖는 앵글로-색슨 유형의 레짐으
로 분류된다. 이러한 제도 및 정책에 담지된 철학은 그 제도의 세례를 받는 구성원들의 가치형
성과 인식에 깊이 개입하기 때문에, 학교현장 역시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학교사회복지가 본래적으로 추구하고 지향하는 방향의 실천은 실천가의 의지와 달리 작
동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는 자신들의 역할 가운데 치료와 적응에 초점을 두
는 임상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넘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던 정책입안가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국가구조와 제도의 변형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실천 맥락의 변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과 연계자의 역할에서도 단순히 결핍된 자원의 연계와 연결을 넘어 힘의 조
직화를 통해 권력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차원에서의 자원연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낙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
다. 이를 통해 현장의 실천가들이 낙인인식의 해소를 위해 중요한 통찰력을 갖도록 돕는 동시
에, 학생들의 서비스 이용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못했으나 사회구조적 요인에는 지역사회의 인식 이나 교사들
의 태도와 인식 등의 요인들이 보다 폭넓게 포함될 수 있다. 더불어 사회구조적 요인이 변화하
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식재고를 위한 장기적 차원의 교육, 대중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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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캠페인 등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의 전략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가 표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집단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에 향
후 지역을 확대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 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위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운영 학교와 미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낙인인식의 영향요
인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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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to affect stigma recognition on the
use of services in school social welfare practice

Jung, Yeon-Jung*
The primary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is why perceived social stigma appears in school social welfare
practice which intend to realize universality, preventive approaches, and stigma solution. Therefore,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perceived social stigma on the use of services in school social
welfare settings. For this it examines focusing on individual factor, social-environmental factor, service
provision factor, social-structural factor. It give attention to the factor related to social structure. Korean
social structure based on residual social welfare leads to negative consciousness on social welfare. As a
result, it makes the use of social services hesitating as to whether users shall undertake it or not. The
data are collected from 37 schools in Su Won City that run school social work Using regression analysis,
it analyzes 5,632 samples. This study comes to the results that factors related to stigma recognition are
individual factor, social-environmental factor, service provision factor, social-structural factor. Based on th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ocial policy for school social welfare to realize the original goals of its universal
welfare idea.

Key words : School Social Welfare, Stigma, welfare recognition, community recognition, equality and equal opportunity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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