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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무자들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문화적 역량*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의 매개효과 검증강방글**․이영선***

[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 실무자의 권위주의적 성격,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문화적
역량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가정하고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 409명의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권위주의적 성격을 독립변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매개변수, 문화
적 역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가설분석을 위해 AMOS 18.0을 활용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권위주의적 성격과 문화적 역량 사이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의 매개효과에 대해 독립변수의 직접경로가 포함되지 않은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권위주의적 성격은 문화적 역량에 직접 효과는 통계적 유의
성이 없었으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
구 결과는 향후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실무자의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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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사회는 2007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체류외국
인은 전체 인구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나라지표, 2012). 결혼 이민자, 외국국적 동포,
유학생 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학계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양상은 외국에서
유입된 소수자 뿐 아니라, 1980년대 후반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그동안 억압의 대상이었던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성매매 여성, 한센인, 노숙인, 탈북자, 양심적병역기피자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의 집단화로, 그들의 특성과 욕구가 표출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
하면서(전영평, 2008; 윤찬영, 2005)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단일민족과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질적인 문
화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류사회에서 벗어나 문화적,
언어적 배경과 특성이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은 우리사회에서 편견과 차별, 억압의 대
상이 되고 있으며, 경제, 사회적 기회로부터 배제될 뿐 아니라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연희, 2007). 사회적 소수자
가 그가 속한 사회로부터 욕구가 충족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 충족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곧,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윤찬영,
2005).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광의적 관점에서 ‘다문화’의 속성을 다양한
문화적 특성으로 이해하는 포괄적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김정진, 2011).
소수자의 인권 보장과 사회․경제적 정의구현을 위해서는 서비스 역량의 새로운 주
요 요소인 문화적 역량의 중요성 인식과 개발이 필요하다(김연희, 2007). 미국사회사업
가협회(NASW)는 문화적 역량을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가치를 인정하며 존엄성을 보
호하고 유지하는 방식으로 모든 문화, 언어, 계층, 인종, 민족, 배경, 종교 또는 다양한
요소를 지닌 사람에게 개인과 체계가 존중하며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고 정의하면서, ‘사회복지사는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 연령, 혼인관계,
정치적 신념, 종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존중하면서 사회적 다양성 및 억압의
성격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NASW,
2008).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실무자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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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 문화적 역량을 갖춘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 즉, 서비스 대상자를 대하는 태도 및 지식을 겸
비하고 그것이 실천기술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일민족과 문화
적 동질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사회에서 성장한 한국의 사회복지 실무자들은 과연, 전
문직 환경에서 훈련받은 바와 같이 전통적 한국인의 사회적 소수인에 대한 편견과 고
정관념을 배제 한 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사회
복지 실무자들이 사회적 흐름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적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
였을지라도, 그들이 성장하며 습득된 한국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권위주
의적 성격 등의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사회복지 실무자들
의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 및 권위주의적 성격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를 이해
하는 것은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과정, 구체적인 전략 수립 등이 강조되
고 있는 때(이재경․이주재, 2012)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되
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의 문화적 역량의 개념 정립(김연희, 2007; 김영란, 2010), 탐
색적 연구(민선영, 2008; 박미은․이미림, 2011; 최혜지, 2011),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
개발(노충래․김정화, 2011; 송기범․장은동, 2010; 최소연, 2010), 문화적 역량증진 모
형 개발(문계완․배재정, 2011) 등으로,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회
복지 실무자의 자기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및 권위주의적
성격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
복지 실무자들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및 권위주의적인 성격과 문화적 역량과
의 경로를 분석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사회복지 실
무자들의 자기이해(self awareness)를 높이고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근간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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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에 대한 구성요소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지적되고 있다. Lum(2007)은 문
화적 역량을 개인, 기관, 서비스 전달체계 수준의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Miley 외(1998)는 문화적 역량을 세 가지 수준(실천가, 기관, 지역사회)으로 조망하고
있다. 특히, Balcazar 외(2009)는 다문화 역량을 네 가지 구성요소 즉, 비평적 인식,
문화적인 지식, 기술, 실천과 적용으로 제안하였고, 문화적 역량을 위한 평가척도를 개
발하면서 이것을 비평적 인식 및 지식(critical awareness/knowledge), 기술을 발전시
켜나가는 것(skills development), 조직의 지지(organizational support)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의 구성개념은 다수의 연구에서(Rosenjack-Burcham, 2002; Taylor-Ritzler et
al, 2008)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 척도가 번역되어 타당도가 입증된
바 있다(이민영․김여진, 2009; 김여진 외, 2011).
한편, 이러한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에 밝혀진 요인은 주로 근
무경력이나, 다문화 관련 경험(최혜지, 2013; 고선경․이영선, 2011), 공감과 옹호의 기술,
임파워먼트에 대한 지식과 같은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 요인(이재경․이주재, 2012;
민선영, 2008), 교육과 훈련 요인(민선영, 2008), 기관의 슈퍼비젼 요인(이재경․이주재,
2012), 양성 평등의식(안옥희 외, 2012)등에 대한 연구가 된 정도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실무자 개인의 내적 특성의 영향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Sue(2006)는 문화적으로 효
과적이고 민감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조 전문가들은 그들 자신의 편견,
고정관념, 그리고 잘못된 정보 및 부족한 정보 등을 알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한
국적 문화에서의 권위주의적 특성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 특성이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감정, 그리고 사회
적 관계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수미․정기선, 2004).

2. 권위주의적 성격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편견 그 자
체가 사회적 실체로 존재하여, 생활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박수미․정기선, 2004).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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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에 대한 심리 역동적 이론인 권위주의 성격이론은 편견에 빠지기 쉬운 독특한 특성을
권위주의적 성격으로 개념화하였다. Adorno외는 1950년 출판한 저서에서 권위주의적 성
격을 처음 소개하면서 권위주의적 성격을 측정하는 척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인습주
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반 내성주의, 미신과 고정관념, 권력과 강인성,
파괴와 냉소주의, 투사성, 성 등의 9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민경환, 1989).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편주의적 가치를 지닌 사람일수록 소수자에게 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권위주의적 성격이 더 강할수록 소수자에게 더 부정적인 편
견과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김혜숙, 1999),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줄
이기 위해서는 보편주의적 가치를 지향하고 권위주의적 태도를 지양하도록 하는 가치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박수미․정기선, 2006).

3. 권위주의적 성격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
Adorno 외(1950) 및 그의 후속연구들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권위주의적 성격은 소
수집단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민경환, 1989), 사회적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박수미․정기선,
2004)하여 결국 개인적 특성인 문화적 역량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외국의 문화적 역량과 편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인종에 대한 선입견에 초점을 두
고 있다.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가일수록 비인종차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인종에
대한 민족적인 선입견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Sue et al., 1992).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편견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Constantine, 2002; Sodowsky et
al., 1998), 내제되어 있는 인종적 편견은 다문화 클라이언트를 원조하고 있는 실무자의 임
상적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 미치는(Gushue, 2004)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는 권위주의적 성격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다문화 역량
과의 관계를 밝힌 기존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특성이 사회
적 관계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박수미․정기선, 2006; Lum,
2007). 사회적 관계의사란 결국 타인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
며, 이는 다문화 기술(Balcazar et al., 2009) 즉, 다문화 클라이언트와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하고 감정을 이입하는 역량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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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국내의 연구의 결과에서는 권위주의적 성격과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의 관계(민경환, 1989)가 검증된 바 있으며,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연구에
서 사회적 소수인에 대한 편견과 다문화 역량과의 관계가(박수미․정기선, 2004; Lum,
2007) 논의된 바 있으나, 권위주의적 성격이 다문화 역량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진행된 바 없다. 이러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인 검
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사회적 소수자 편견을 매개하여 문화적
역량에 간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문화적 역량을 저해하는 개인적 특성으로 권위주
의적 성격의 직접 영향 역시 유의미 할 것으로 가정하고 모형을 설정하여 경로를 검
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 실무자의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
련과정, 구체적인 전략 수립 접근에 있어서 실무자의 귄위주의적 특성을 어떻게 고려
할지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권위주의적 성격은 문화적 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권위주의적 성격과 문화적 역량사이에 매
개효과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20개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실무자
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2년 8월 한 달 간이다. 표집방법은 비
확률적 유의표집으로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20곳, 공공기관 5곳의 협
조를 얻어 사회복지 실무자의 수에 맞춘 설문에 대한 설명, 서면 동의서와 설문지, 선
물을 우편 발송하여 설문을 수집하였으며, 450부를 우편 발송하여 409부의 동의서와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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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결혼상태, 종교, 학력, 전공, 자격증 소지
여부, 종사기관을 포함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2)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본 연구에서는 박수미, 정기선(2006)이 개발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척도를
인용하였고 문항들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해당질문에 찬성할수록 높은 점
수를 얻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7문항), 여성(6문항), 외국인 노동자
(5문항), 노인(7문항)의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선행연구(Park, Chung,
2006)의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70～0.89였다. 본 연구의 척도에 대한 신
뢰도는 0.930이었다.
3) 권위주의적 성격
권위주의 성격은 민경환(1989)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5개 문항
에 9개의 하위요인(인습주의 5문항, 권위주의적 복종 4문항, 권위주의적 공격성 4
문항, 반 내성주의 4문항,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4문항,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3문항,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5문항, 투사성, 3문항, 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강하게 반대, 반대, 중간, 찬성, 강하게 찬성)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선행연구(민경환, 1989)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0.857였으며, 본 연구의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0.905이었다.
4)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에 대한 측정도구는 Balcazar 외(2008)가 제작하고, 김여진 외(2011)의
연구에서 번역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문화적 역량 평가 도구(CCAI-UIC: 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 Instrument-UIC)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휴먼서비스 종사
자가 인지하는 종사자의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는 척도로 세 가지 하위 영역 즉, 문화

- 7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6집

적 이해 및 지식, 문화실천기술, 조직의 지지로 나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 별로 8문
항씩 묶어져 총 24문항이며,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이민영과 김여진
(2009), 김여진 외(2011)가 다문화 서비스 종사자 및 의료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본 척
도를 번역 사용하여 연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는 0.761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0.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권위주의적 성격, 다문화역량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값을 사용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정규성 분포
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통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
제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검정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권위주의적 성
격, 다문화 역량을 잠재변인으로 구성하고 잠재변인 사이의 영향관계에 대해 설정
한 가설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CFI, TLI, NFI, RMSEA를 사용하였다.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한다.

IV. 연구결과
1. 인구학적 특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 권위주의적 성격, 다문화 역량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종교,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종사기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각 척도들의 평균값은 <표 2>와 같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의 전체 평균은
2.15(±0.60)이었으며, 권위주적 성격은 전체 평균이 2.76(±0.44)로, 하위 영역 중 투사성
이 평균 3.00(±0.62)로 가장 높았다. 문화적 역량의 전체 평균은 2.60(±0.25)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문화적 이해 및 지식 2.70(± 0.0.28), 문화실천기술 2.51(±0.32),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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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지2.59(±0.33)로 나타났다.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고자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
과, 왜도는 -0.155부터 1.113까지의 범위에 있어 정규성의 충족범위인 3.0을 넘지 않았
고, 첨도는 -0.653부터 2.617까지의 범위로 정규성의 충족범위인 10이하로 분포되어 정
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N=409)*
구분
성별

구분

명 (퍼센트)

남성

163(39.9)

여성

246(60.1)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종교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종사기관

고졸

27(6.6)

대졸이상

382(93.4)

기혼

238(41.8)

기타

171(58.2)

유

273(66.7)

무

136(33.3)

유

211(69.2)

무

94(30.8)

공공기관

131(32.0)

민간사회복지 및 단체

164(40.1)

기타

114(27.9)

*빈도는 결측값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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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척도의 특성
특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권위주의적
성격

문화적 역량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범위

왜도

첨도

전체
장애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노인
전체
인습주의
권위주의 복종
권위주의 공격성
반내성주의
미신․고정관념
권력․강인함
파괴·냉소주의
투사성
성
전체
문화 이해․지식
문화적 실천기술
조직의 지지

2.15(0.60)
2.36(0.66)
1.72(0.84)
1.90(0.76)
2.49(0.72)
2.76(0.44)
2.51(0.61)
2.86(0.62)
2.92(0.64)
2.90(0.56)
2.62(0.59)
2.67(0.64)
2.83(0.54)
3.00(0.62)
2.70(0.62)
2.60(0.25)
2.70(0.28)
2.51(0.32)
2.59(0.33)

1.00-4.04
1.00-4.00
1.00-5.00
1.00-4.60
1.00-4.86
1.17-4.51
1.00-4.40
1.00-5.00
1.00-5.00
1.00-4.50
1.00-5.00
1.00-4.67
1.40-5.00
1.00-5.00
1.00-5.00
1.71-3.83
1.75-4.00
1.25-4.00
1.38-4.00

0.373
-0.100
1.103
0.483
0.121
-0.119
0.021
-0.197
0.046
0.185
0.274
-0.155
0.286
0.090
-0.085
0.613
0.377
0.289
0.111

-0.443
-0.643
0.384
-0.653
-0.407
1.083
0.113
0.285
0.873
0.115
0.542
0.181
0.981
0.667
0.335
2.522
1,543
2.617
1.657

신뢰도
(Cronbach‘s
alpha)
0.930
0.783
0.927
0.885
0.828
0.905
0.659
0.572
0.613
0.457
0.645
0.468
0.585
0.521
0.504
0.761
0.659
0.572
0.613

2.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분석
연구에 사용된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
를 활용하였다. <표 3>과 같이 각 변인들의 상관을 살펴보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의 하위요인들은 권위주의적 성격의 하위요인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문화적
역량의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문화적 이해․지식은 권위주의적 성격의 하위
요인인 권위주의적 공격성 및 성 변인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및
권위주의적 성격의 하위요인에 부적상관을 보였다. 문화적 실천기술은 권위주의적 복
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반 내성주의,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에 부적 상관을 보였다. 조직의 지지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의 하위영역
에는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권위주의적 성격의 하위요인에는 파괴주의와 냉소주
의, 투사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주요 변인들간의 관
계는 0.63이하로 0.80이상의 높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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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0.49**
0.56**
0.63**
0.45**
0.33**
0.28**
0.34**
0.36**
0.36**
0.36**
0.30**
0.24**
-025**
-0.18**
-0.25**

2
1
0.60**
0.52**
0.40**
0.21**
0.30**
0.26**
0.30**
0.33**
0.36**
0.27**
0.25**
-0.20**
-.011**
-0.13**

3

4

1
0.53**
1
0.43** 0.36**
0.32** 0.27**
0.30** 0.30**
0.33** 0.21**
0.39** 0.28**
0.30** 0.31**
0.44** 0.36**
0.31** 0.29**
0.35** 0.23**
-0.25** -0.24**
-0.11** -0.16**
-0.15** -0.2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0.55**
0.56**
0.52**
0.59**
0.58**
0.48**
0.42**
0.67**
-0.24**
-0.05**
-0.08

1
0.57**
0.53**
0.489
0.52**
0.41**
0.36**
0.50**
-0.13**
-0.02
-0.06

1
0.45**
0.45**
0.42**
0.43**
0.38**
0.54**
-0.11
-0.01
-0.01

1
0.48**
0.48**
0.426**
0.35**
0.39**
-0.15**
-0.06
-0.02

1
0.43**
0.63**
0.43**
0.44**
-0.24**
-0.15**
-0.10

1
0.41**
0.35**
0.37**
-.079**
0.04
0.01

1
0.53**
0.37**
-0.23**
-0.15**
-0.18**

1
0.36**
-0.14**
-0.11*
-0.17**

1
-0.12
0.01
0.01

1
0.42**
0.50**

1
0.55**

1: 장애인편견, 2:여성에 대한 편견, 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 4: 노인에 대한 편견, 5:
인습주의, 6: 권위주의 복종, 7: 권위주의 공격성, 8: 반내성주의, 9: 미신․고정관념, 10: 권
력․강인함, 11: 파괴․냉소주의, 12: 투사성, 13: 성, 14: 문화 이해․지식, 15: 문화적 실천기
술, 16: 조직의지지 *p<0.05, **p<0.01, ***p<0.001

3.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다중회귀분석
권위주의적 성격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살
펴보기 위해 <표 4>와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공차한계는 0.3
이상, VIF는 2.5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문화적 역
량에 설명력을 갖는 요인은 사회적 소수자의 편견의 하위요인인 장애인에 대한 편견
(β=-0.164)과 권위주의적 성격의 하위요인 중 권력․강인함(β=0.199)으로 나타났고, 이
들의 설명력은 11.5%였다. 문화적 역량의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적 이해 및
지식에 설명력을 갖는 요인은 권위주의적 성격 중 인습주의(β=-0.199), 권력․강인함
(β=0.149)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설명력은 9.8%였다. 둘째, 문화적 실천기술에 설명력
은 갖는 요인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β=-0.181), 권위주의적 성격 중 권력․강인함(β
=0.159), 파괴․냉소주의(β=-0.137), 투사성(β=-0.112)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설명
력은 9.7%였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지지에 설명력을 갖는 요인은 권위주의적 성격 중
미신․고정관념(β=0.176), 성(β=-0.418)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5.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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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요인 : 다중회귀분석

장애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노인
인습주의
권위주의 복종
권위주의 공격성
반내성주의
미신․고정관념
권력․강인함
파괴․냉소주의
투사성
성
F(p)
R2
Adj R2

문화 이해․지식
β(p)
-0.068(0.316)
-0.015(0.809)
-0.073(0.282)
-0.094(0.152)
-0.199(0.015)
0.001(0.988)
0.065(0.312)
-0.026(0.674)
-0.094(0.168)
0.149(0.018)
-0.090(0.184)
0.009(0.870)
0.071(0.298)
4.392(<0.001)
0.126
0.098

문화적 역량
문화적 실천기술
조직의 지지
β(p)
β(p)
-0.181(0.008)
-0.142(0.042)
-0.014(0.825)
-0.030(0.645)
0.016(0.815)
-0.042(0.548)
-0.128(0.053)
-0.076(0.260)
-0.083(0.310)
0.007(0.929)
-0.071(0.288)
0.012(0.861)
0.090(0.162)
0.064(0.337)
0.070(0.258)
-0.037(0.562)
0.032(0.643)
-0.124(0.078)
0.159(0.012)
0.176(0.007)
-0.137(0.044)
-0.090(0.195)
-0.125(0.031)
-0.046(0.442)
-0.108(0.112)
0.057(0.418)
4.356(<0.001)
2.698(0.001)
0.125
0.082
0.097
0.051

전체
β(p)
-0.164(0.016)
-0.013(0.837)
-0.002(0.974)
-0.122(0.061)
-0.106(0.190)
-0.024(0.714)
0.090(0.159)
0.004(0.951)
-0.076(0.262)
0.199(0.001)
-0.131(0.052)
-0.069(0.228)
0.097(0.152)
5.068(<0.001)
0.143
0.115

4. 측정 모형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잠재변인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권위
주의적 성격, 문화적 역량을 구성하는 각각의 측정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원 측정 모형에서는 모형 적합도 지수는 <표 5>
와 같이x²=350.832, CMIN/DF=3.473, CFI=0.910, NFI=0.878, RMSEA=0.078, TLI=0.893
로 TLI와 NFI가 기준치인 0.90보다 낮아 권위주의적 성격 척도의 이론적 배경과 상
관관계 및 내용 타당도를 근거로 오차항에 수정지수를 사용하였다. 민경환(1989)은 권
위주의적 성격의 척도들이 둘 이상의 하위척도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
서 권위주의적 성격의 하위영역인 성(e13)에 포함된 문항은 권위주의적 공격성(e7) 및
인습주의(e5)에 다 같이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e9)와
파괴주의와 냉소주의(e11)의 상관계수는 0.627로 본 척도 내에서 변수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문항 간 내용 타당도에 있어서 비슷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정지수 추가 결과 본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²=25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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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N/DF=2.618, CFI=0.943, NFI=0.911, RMSEA=0.063, TLI=0.930로 향상되었다.
[그림 1] 측정 모형

*p<0.05, **p<0.01, ***p<0.001

<표 5>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
X2

CMIN/DF

df

CFI

TLI

NFI

연구모형

350.832***

3.473

101

0.910

0.893 0.878

수정모형

256.573***

2.618

98

0.943

0.930 0.911

RMSEA
0.078
(Lo 90: 0.069, HI 90: 0.087)
0.063
(Lo 90: 0.054, HI 90: 0.072

*p<0.05, **p<0.01, ***p<0.001

5. 구조 모형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권위주의적 성격,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다문화 역량의 구조를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² =267.057***(df=98), CFI=0.936, TLI=0.921, NFI=0.903, RMSEA=0.065
로 산출되었다. 권위주의적 성격, 문화적 역량의 관계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 13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6집

부분 매개되는지, 완전 매개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세 변수의 직접경로가 포함된 모형
과 그렇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직접경로가 포함되지 않은 완전매개모형
이 직접경로가 포함된 부분매개모형의 내포(nested)모형이기 때문에 카이제곱 차이검
정을 통해 <표 6>과 같이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적
합도를 비교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은 x²(99)=268.591, 부분 매개모형은 x²(98)=267.057
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x²(1)=1.534, 유의수준 0.216으로 두 모형의 적합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직접경로가 포함되지 않은 완전매개모형이 직접경로가 포
함된 부분매개모형에 비해 모형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과 같이 완전
매개모형을 좀 더 살펴보면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높을수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
견 또한 높고(β=0.628), 이러한 편견이 높은 사람일수록 문화적 역량은 낮은 것(β
=-0.434)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에 대한 붓스트래핑 결과는 95% 신뢰구간이 -0.410∼
-0.179 으로 0을 포함하지 않고 p값이 0.0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매개하여 권위주의적 성격이 문화적 역량에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구조 모형

*p<0.05, **p<0.01,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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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모형 비교
모형

X2

CMIN
/DF

df

CFI

TLI

NFI

완전매개모형

268.591***

2.713

99

0.936

0.922

0.903

부분매개모형

267.057***

2.725

98

0.936

0.921

0.903

RMSEA
0.065
(LO 90-HI90: 0.56-0.74)
0.065
(LO 90-HI90: 0.56-0.74)

△X2(1)=1.534(p=0.216)

*p<0.05, **p<0.01, ***p<0.001

<표 7> 간접 효과
B

β

S.E.

C.R

0.907

0.628***

0.108

8.418

Path(Hypothesis)
권위주의적 성격→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
문화적 역량
권위주의적 성격→
문화적 역량

간접효과
Coefficient
p

95%CI
-0.410

-1.107

-0.434***

0.243

-4.555

0.383

0.104

0.308

1.245

∼
-.0179
-0.272

0.006

*p<0.05, **p<0.01, ***p<0.001

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및 권
위주의적인 성격과 문화적 역량과의 경로를 분석하는 것이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본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대상자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장애
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노인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선행연구(박수미․정기선, 2006)
보다 편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위주의적 성격은 의사집단의 권위주의를
연구한(임기영 외, 2004) 선행연구의 전문의와 학생 집단보다 본 연구 대상자의 권위
주의 성격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 역량의 경우 의료사회복지사의 문
화적 역량을 측정한 선행연구 결과(김여진 외, 2011)와 비교해 볼 때, 문화적 이해 및
지식은 선행연구보다 낮았고, 문화실천 기술 및 조직의 지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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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적 성격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권위주의적
성격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력에 대
한 가치는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권위주의적 성격의 사람이
소수집단에 대해 더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감정을 갖고 있다(박수미․정기선, 2006)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 성격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높을수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또한 높았으며, 사회
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은 낮은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것
은 권위주의적 성격의 하위요인(인습주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투사
성,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들이 오히려 경찰공무원의 업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임도경․김창숙, 2010)를 살펴 볼 때, 권위주의적
성격이 다문화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간주하기보다는 권위주의적 성
격의 요소에 내제되어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줄여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즉, 사회복지 실무자들은 개인의 권위주의적인
성격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개인 내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어떠한 편
견이 있는지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개선하고, 내
제되어 있는 편견으로 인해 다문화 클라이언트를 원조하고 있는 실무자의 임상적 판
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Gushue, 2004) 객관적인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가 있겠다.
외국의 다문화 훈련과 인종에 대한 선입견에 대한 연구에서 다문화 훈련을 이수한
사람일수록 인종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Sodowsky et al., 1998),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다문화 훈련과정에서는 문화적 자기 인식을 증가시키고 내제되어 있는 사회
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Castillo et al., 2007;
Tina et al., 1996). 기관 차원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로 간주되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체계가 불평등하지 않은지 검토해 보아야 하며, 지속적인 수퍼비젼을
통하여 실무자들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들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비확률
유의표집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기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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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척도의 하위영역에는 신뢰도 계수가 0.6 이하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척도의
하위영역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연구의 한계이며, 이는 구조방정식의 모형 적합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를 제거할 경우 주요변수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뢰도 계수가 낮은 하위영역들을 제거하지 않고 최종분석
에 포함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의 모형 적합도는 표준카이제곱값이 2이하,
RMSEA가 0.05를 초과하여 최적모형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Bollen(1989)에 의하면, 표준카이제곱 값이 2, 3 또는 5와 같이 높은 값일 때조차도 좋
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표준카이제곱 역시 표본크기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강현철, 2013). 또한, Browne과 Cudeck(1993)은 RMSEA에
대한 기준으로 0.05와 0.08사이의 범위를 근사오차의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며, 괜찮은
적합도로 언급하고 있기에(강현철, 2013)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
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내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권위주의적 성격 및 사
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과 같이 개인 내적인 변인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를 조
사한 연구가 아직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실무자의 개인 내적인 변인
(권위주의적 성격,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향후 논문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들과의 관계를 확장시켜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다양한 내적 변인 및 인구학적 특성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연구가 미비한 권위주의적 성격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를 검증하고, 또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권위주의적 성
격과 문화적 역량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자기인식의 필
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 17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6집

참고 문 헌
강현철. 2013.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적합도지수의 해석과 모형적합 전략에 대한 논의”.
ꡔ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ꡕ 15(2): 653-668.
고선경․이영선. 2011. “보육교사의 다문화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ꡔ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ꡕ 13(4): 2027-2038.
김여진․이지연․조선희. 2011. “의료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ꡔ보건사회연구ꡕ 31(3): 251-283.
김연희. 2007.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와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ꡔ사회복지연구ꡕ 35:
117-144.
김영란. 2010. “다문화 사회복지실천의 한국적 함의”. ꡔ문화콘텐츠연구ꡕ 9: 29-65.
김정진. 2011.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임파워먼트 실천 교육 방향 모색”. ꡔ한국사회복지교
육ꡕ 15: 145-165.
김혜숙. 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ꡔ한국심리학회지ꡕ 13(1): 1-33.
노충래․김정화. 2011.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 척도개발 및 타당화”. ꡔ한
국사회복지학ꡕ 63(2): 207-231.
문계완․배재정. 2011. “다문화시대 전문가 집단의 문화적 역량증진을 위한 모형개발”. ꡔ경
영교육논총ꡕ 65: 413-441.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ꡔ한국심리학회지ꡕ 4(2): 146-168.
민선영. 2008.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ꡔ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ꡕ
1: 1-28.
박미은․이미림. 2011. “사회복지사들의 문화적 역량 실천경험에 관한 연구”. ꡔ지역사회연
구ꡕ 19(3): 93-121.
박수미․정기선. 2004.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ꡔ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
회 논문집ꡕ 891-895.
.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ꡔ여성연구ꡕ 5-26.
송기범․장은동. 2010.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문화적 역량과 측정도구에 관한 고찰”. ꡔ인문
사회과학연구ꡕ 29: 40-69.
안옥희․차혜경․박성희. 2012. “보육교사의 다문화 인식과 양성평등의식 정도 및 상관성
조사연구”. ꡔ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ꡕ 14(3): 1411-1426.

- 18 -

사회복지실무자들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문화적 역량

이민영․김여진. 2009. “다문화 서비스 종사자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연구”. 국회 원희목
의원실 연구과제.
이재경․이주재. 2012.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ꡔ사회과학연구ꡕ
28(1): 183-204.
임기영․조선미․송호정. 2004. “의사집단 내 폭력현황 및 권위주의와 공격성, 충동성, 성격
특징과의 상관”. ꡔ한국의학교육ꡕ 16(3): 299-308.
임도경․김창숙. 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ꡔ커뮤니케이션
학연구ꡕ 19(1): 5-34.
임운식․김무형. 2010. “권위주의적 성격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ꡔ한국
경찰연구ꡕ 9(1): 185-206.
윤찬영. 2005.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복지”. ꡔ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 대
회ꡕ 1: 91-103.
전영평. 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운동과 소수자행정”. ꡔ한국행정학보ꡕ 42(3): 9-27.
최소연. 2010. “원조전문직을 위한 문화적 역량 척도개발 연구”. ꡔ한국지역사회복지학ꡕ 35:
23-53.
최혜지. 2013. “사회복지사의 다문화적 경험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ꡔ사회과학논총ꡕ
20: 239-254.
최혜지. 2011. “다문화 실천인력의 다문화 경험과 문화적 역량에 대한 탐색적 고찰”. ꡔ정신
보건과 사회사업ꡕ 37: 405-439.
Balcazar, F. E., Suarez-Balcazer, Y. and T. Taylor-Ritzer. 2009. “Cultural competence:
Development of a conceptual framwork.”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1(14):
1153-1160.
Castillo, L. G., Brossart, D. F., Reyes, C. J., Conoley, C. W. and M. J. Phoummarath.
2007.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training on perceived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implicit racial prejudice.”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5(4): 243-254.
Constantine, M. G. 2002. “Racism attitudes, White racial identity attitudes, and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in school counselor trainee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1: 162-174.
Gushe, G. V. 2004. “Race, color-blind racial attitudes, and judgments about mental

- 19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6집

health:A shifting standards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398-407.
Lum, D. 2007.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42-72. in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3rd ed), Belmont, CA : Thomson.
Rosenjack-Burcham, J. L. 2002. “Cultural competence: an evolutionary perspective.”
Nurs Forum 37: 5–16.
Sodowsky, G. R., Kuo-Jackson, P. Y., Richardson, M. F., Corey, A. T. 1998. “Correlates
of self reposted multicultural competencies: Counselor multicultural social
desirability, race, social inadequacy, locus of contral racial ideology, and
multicultural counseling conpetenc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137-148.
Sue, D. W., Aorrendondo, P., McDavis, R. J. 1992.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0: 64-88.
Sue, D. W. 2006. “Becoming Culturally Competent in Social Work Practice.” 23-38. in
Multicultural Social Work Practice. Hoboken, N.J. : Wiley.
Taylor-Ritzler. T., Balcazar, F. E., Dimpfl, S., Suarez-Balcazar, Y., Willis. C. and R.
Schiff. 2008. “Cultural competence training with organizations serving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9(2): 77–91.
Tina Q. Richardson and Kimberly L. Molinaro. 1996. “White Counselor Self-Awareness:
A Prerequisite for Developing Multicultural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 14-18.
나라 지표. 2012. “체류 외국인 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
PO_STTS_IdxMain.jsp?idx_cd=1756&bbs=INDX_001&clas_div=C&rootKey=6.48.0.
NASW. 2008. “Code of Ethic.” http://www.naswdc.org/pubs/code/default.asp.

- 20 -

사회복지실무자들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문화적 역량

Abstract

Effect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on Cultural Competence
Among Social Service Worker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Prejudice
Against Minorities
Kang, Bang-Geul*․Rhee, Young-Sun**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main and mediating effects which social
prejudice against minorities on cultural competence of social service worker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authoritarian personality. The survey was
conducted upon 409 social service worker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 using AMOS 18.0 The summary of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model fit of full mediation model which is elimination
direct path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to cultural competence is better than partial
mediation model. Second, only the indirect effect of authoritarian personality to
cultural competence is statically significant but direct effect. Therefore, social
prejudice against minorities was main factor to mediate between authoritarian
personality and cultural competence. In conclusion, we could confirm the necessity
of the program about social prejudice against minorities to social service workers
especially who has authoritarian personality tendency.
Keywords: Cultural competence, Authoritarian personality, Social prejudice against
min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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