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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매뉴얼 개요
1. 매뉴얼 개정의 필요성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숙
지하고 실행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매뉴얼에 대한 현장 필요성
을 반영하여 2005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매뉴얼’을 최초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매뉴얼의 실질적 보급을 위하여 매년 매뉴얼 활용법과 내용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였다. 보급된 매뉴얼은 각 시설에서 실무자들이 매뉴얼 양식의 활용, 매
뉴얼을 활용한 사례 적용, study, 실습생 교육자료, 슈퍼비전 자료 등으로 유용하
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매년 교육을 통한 매뉴얼
보급시 해가 거듭될수록 매뉴얼 개정에 대한 욕구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장의 변화를 담은 매뉴얼 개정작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매뉴얼의 수정․보완 작업으로 2005년도에 개발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매뉴얼’
에 대한 개정 작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매뉴얼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매뉴얼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었으며, 설문조
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매뉴얼 구조 안에서 지역사회보호사업 안에서 사례관리
연결고리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매뉴얼을 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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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과 2009년 매뉴얼의 차이점
2005년 사례관리 실천방법 매뉴얼은 지역사회보호사업에서의 사례관리 실천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사례관리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사례관리의 전산화를 위한 표
준화된 양식 제시, 사례관리의 상향표준화 등에 목적을 두고 집필을 하였기 때문
에 사례관리 실천과 관련된 통일된 양식의 제시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례관리
실천에 초점을 두었다. 2005년 사례관리 실천방법 매뉴얼은 각각의 사회복지관에
서 사례관리를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일정부분 기여를 하였으나 사례관리를
체계화하는 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으며, 매뉴얼의 개정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특히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욕
구가 많아 사례관리 실천방법 매뉴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사례관리 실천방법 매뉴얼은 2005년 사례관리 실천매뉴얼의 이론적
배경 및 사례관리 실천에 대한 맥락을 유지하면서 사례관리 실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여 보다 친절한 매뉴얼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지
역사회보호사업과 사례관리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들의 샘플을 매뉴얼에 포함시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지역복지사업 매뉴얼이 2005년에 개발된 매뉴얼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보호사업 안에서 ‘사례관리’가 가지는 의미와 연결고리를 담아내
고자 하였다.
둘째, 사례관리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필요한 Tip을 포함하여 실무자들이 매뉴
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셋째, 2005년 매뉴얼에서는 각 대상자별로 사례분석을 하였으나, 2009년 개정판
에서는 실천현장에서의 사례관리 활용방법에 대한 것을 기술하였다.
이는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05년 지역사회보호사업 매뉴얼 구성 중
‘사례분석’ 부분의 활용도 및 활용의 편리성 부분에 대한 점수가 낮았으며, 또한
개정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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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례관리 개입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부분,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부
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여 개정판에서는 사례관리를 위한 기관의 행정체계, 네트워크 사례
관리, 사례관리 슈퍼비전체계, 사례관리 파일 관리, 클라이언트의 비밀보호, 윤리의
식, 클라이언트의 폭력 등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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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1> 2005년과 2009년 목차 비교
主要 목차 구성 (2005년)

Ⅰ.
1.
2.
3.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목적
연구방법

主要 목차 구성 (2009년)
Ⅰ.
1.
2.
3.
4.

매뉴얼 개요
매뉴얼개정의 필요성
2005년과 2009년 매뉴얼의 차이점
매뉴얼 개발 과정
매뉴얼의 활용 및 한계점

II. 지역사회보호사업 이해
1. 지역사회보호사업 개요
2. 지역사회보호사업과 재가복지사업
3. 대상자 중심의 지역사회보호사업
4. 프로그램 운영관리
5. 지역사회보사업의 업무흐름
6. 지역사회보호사업에서의 사례관리 활용

Ⅱ. 사례관리의 이해
1. 사례관리의 필요성과 개념
1) 필요성 2) 개념
2. 사례관리의 목적
3. 사례관리의 구성요소
1) 구성요소 2) 사례관리자의 역할
4. 사례관리 과정
1) 접수 2) 사정 3) 서비스 계획
4) 개입 5) 점검 및 재사정 6) 평가 및 종결
5. 사례관리 모형
6. 사례관리의 실천기술
1) 직접적 개입을 위한 기술
2) 간접적 개입을 위한 기술

Ⅲ. 사례관리의 이해
1. 사례관리의 필요성과 개념
1) 필요성 2) 개념
2. 사례관리의 목적
3. 사례관리의 구성요소
1) 구성요소 2) 사례관리자의 역할
4. 사례관리 과정
1) 접수 2) 사정 3) 서비스 계획
4) 개입 5) 점검 및 재사정 6) 평가 및 종결
5. 사례관리 모형
6. 사례관리의 실천기술
1) 직접적 개입을 위한 기술
2) 간접적 개입을 위한 기술

Ⅲ. 사례관리 실천
1. 접수
1) 사례발견
2) 인테이크
2. 사정
1) 사례회의
2) 사정도구틀
3) 소요기간

Ⅳ. 사례관리 실천
1. 접수
1) 사례발견 / summary 및 주요 Tip
2) 스크리닝 / summary 및 주요 Tip
3) 인테이크 / summary 및 주요 Tip
2. 사정
1) 사례회의 / summary 및 주요 Tip
2) 사정도구틀 / summary 및 주요 Tip
3)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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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2-1> 2005년과 2009년 목차 비교 - 계속
主要 목차 구성 (2005년)

Ⅲ. 사례관리 실천
3. 계획
4. 개입
1) 계약
2) 개입의 원칙
3) 개입의 수준
4) 서비스의 연계
5) 자원동원
6) 서비스 수행시 주체별 역할
5. 점검 및 재사정
1) 점검
2) 재사정
6. 평가 및 종결
1) 평가
2) 종결

主要 목차 구성 (2009년)
Ⅳ. 사례관리 실천
3. 계획 / summary 및 주요 Tip
4. 개입
1) 계약
2) 서비스동의서 / summary 및 주요 Tip
3) 개입의 수준 / summary 및 주요 Tip
4) 서비스의 연계
5) 자원동원 / summary 및 주요 Tip
6) 서비스 수행시 주체별 역할
7) 개입의 한계
8) 사례관리 기록 / summary 및 주요 Tip
/ summary 및 주요 Tip(파일정리)
5. 점검 및 재사정
1) 점검 / summary 및 주요 Tip
2) 재사정 / summary 및 주요 Tip
6. 평가 및 종결
1) 평가 / summary 및 주요 Tip
2) 종결 / summary 및 주요 Tip (종결 및 의뢰)
Ⅴ. 실천현장에서의 사례관리 활용
1.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1) 사례관리학습

Ⅳ. 사례분석
1. 노인사례
1) 사례발견 2) 사정 3) 계획 4) 개입
5) 점검 6) 평가
2. 아동․청소년 사례
1) 사례발견 2) 사정 3) 계획 4) 개입
5) 점검 6) 평가
3. 장애인 사례
1) 사례발견 2) 사정 3) 계획 4) 개입
5) 점검 6) 평가

2) 사회복지시설의 사례관리 체계 구축
2. 지역사회네트워크 사례관리
1) 지역사회네트워크 사례관리의 필요성
2) 지역사회네트워크 사례관리 사례
3) 실천을 위한 과제
3. 비밀보호 및 윤리
1)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력
2) 윤리적 딜레마
4. 클라이언트의 폭력
1) 클라이언트 폭력의 유형
2) 위험상황에 대한 개입
Ⅵ. 결론 및 제언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참고문헌 / 부록
1. 사례관리 양식
2. 사례관리 지침(사례)

Seoul Welfare Foundation 15

지역사회보호사업

3. 매뉴얼 개발 과정
2009년 가족복지사업 매뉴얼 개정판은 2005년 개발된 매뉴얼의 구조안에서 현재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호사업의 동향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보완하여 개정되었
다.
본 매뉴얼 개정판은 2005년 매뉴얼에 기본적인 토대를 두고 있으므로, 2005년에
참여했던 일부 자문진 및 집필진이 참여하였다. 자문위원의 경우 2005년 감수위원
으로 참여했던 교수와 사례관리 분야 전문가인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집필위원의 경우 자문위원 중 1인이 책임 집필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2005년 집
필위원 중 1인과 사회복지관 실무자가 집필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본격적인 집필에 앞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본 매뉴얼 개정판 집
필 및 자문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매뉴얼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기 위하여 현장 전문가 포커스 그룹의 의
견과 학계 전문가의 최종평가를 거친 후 매뉴얼이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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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및 집필위원 구성

욕구조사

매뉴얼 자문 및 집필
(매뉴얼 집필목차, 집필내용, 참고자료 논의)

매뉴얼 원고 집필

전문가 평가 및 인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한 매뉴얼 보급

[그림 Ⅰ-3-1] 2009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매뉴얼 개정 집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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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뉴얼의 활용 및 한계점
본 매뉴얼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가능하다.
지역사회보호사업을 처음 담당하게 된 신입직원의 경우 매뉴얼을 통하여 지역사
회보호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사례관리 진행방법에 대한 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중간관리자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보호사업
안에서의 사례관리가 가지는 의미, 앞으로 지역사회보호사업이 나아가야할 가이드
라인 수립, 실습생지도, 슈퍼비전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뉴얼 개정판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많은 내용을 보완하여 담
고자 하였으나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례관리 양식, 진행상의 Tip을 많이
포함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매뉴얼의 일정 분량 내에서 모든 부분을 담지는 못
하였다.
또한 매뉴얼 내에 포함되어있는 양식들은 표준화 된 공통된 지침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시한 것이므로, 현장 실무자들이 지역사회보호사업 안에서 사례관리를 진
행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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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사회보호사업의 이해
1. 지역사회보호사업의 개요
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2년부터이며, 대부
분 사회복지관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재가복지사업이 부설이 아닌 별
도의 사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사업)로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실
천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사회보호사업’이라는 용어는 2003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설명
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이후 지역사회보호사업과 재가복지사업이 현재까지 혼용
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재가복지센터를 부설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실천현장)
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사회복지관운영업무 요
령안내(보건복지가족부)에는 지역사회보호사업은 사회복지관의 단위사업으로 분류
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무지침이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호사업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요보호․소외계층 대상 보호 사업이 주요 기능1)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본 글에서는 지역사회보호사업과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접근하고자 한다.

1)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 및 역할
‘2009년 사회복지관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의하면 재가복지봉사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⑴ 조사·진단의 역할 :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조사와 문제의
진단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를 선정한다.
1) 2003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 서울특별시, 2003년 : 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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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서비스 제공의 역할 : 재가복지서비스 대상별 측정된 욕구와 문제의 진단내
용에 따라 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⑶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의 역할 :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을 동원, 활용한다.
⑷ 사업평가의 역할 : 재가복지서비스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기능, 분야
별 효과, 자원동원 및 활용효과 등에 관하여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가 사업
에 활용되도록 한다.
⑸ 교육기관의 역할 :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취미·교양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⑹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의 역할 : 지역사회내 인적·물적자원 연계를 통한
계층간의 연대감을 고취시킨다.

2) 운영의 기본원칙
⑴ 적극성의 원칙 :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서
비스 요구를 발굴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⑵ 능률성의 원칙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⑶ 연계성의 원칙 :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관,
사회봉사단체 등 관련기관과 수시 연계체계를 갖추고 알선, 의뢰, 자원봉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⑷ 자립성의 원칙 :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
회적 자립 및 자활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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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복지 대상자
⑴ 대상자의 범위
2009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의하면 재가복지 대상자는 지
역사회 내 저소득 계층을 우선으로 하되, 그 범위를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자, ②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의
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③ 미신고시설 생활자(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④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 등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⑵ 대상자의 선정요령
재가복지대상자 선정 요령은 ① 지역내 요보호대상 후보자 명단을 행정기관 등
과 협조하여 확보한다. ② 각종 상담활동 및 가정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욕구내용
을 파악한 다음 이를 분류하여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에 기록, 유지한다. ③ 기
록·유지된 사항은 전산화하여 계속 관리토록 한다. ④ 요보호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역내 공공부조 대상자를 전체 수혜대상자의 60% 이상으로 하며, 지역주민
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봉사센터에서 결정한 별도의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나머지
대상자를 결정토록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공공부조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
소의 요보호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자체선정 대상자는 “봉사센터의 선정기준”과
상담기록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⑥ 동일 행정구역내에 봉사센터가 둘 이상이
있을 경우 봉사센터간 사전협의를 통하여 관할지역범위를 조정하여 대상자의 중복
을 방지토록 한다. ⑦ 당해연도 서비스 대상인원을 확정한 이후에도 서비스대상자
를 지역여건에 따라 계속 확대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재가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위의 지침을 기초하여 지역사회 및 시설의
특성에 맞게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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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보호사업과 재가복지사업
‘2009년 사회복지관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의하면 지역사회보호사업은
사회복지관의 단위사업 분야2)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
영안내는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안내하고 있다.
위 지침에 의한 지역사회보호사업의 단위사업은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
제적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재
가복지사업은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정서적서비스, 결연서비스, 의료서비스, 자
립지원서비스, 주민교육서비스, 기타 사회복지관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업의 분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영역을 나열하고 있어 이
를 전혀 다른 영역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에서 지역사회보호사업과 재가복지사업을 굳이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로 운영하지 않거나, 재가복
지봉사센터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시설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지
역사회보호사업은 재가복지센터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에
서는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표 Ⅱ-2-1> 지역사회보호사업과 재가복지사업의 단위사업 비교
구분

단위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가복지사업
-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정서적서비스
결연서비스
의료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주민교육서비스
기타 사회복지관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2) 사회복지관의 단위사업 :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
사업, 자활사업 등, 2009년 사회복지관운영 업무요령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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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회복지관에서 부설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지
침을 모두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라면 위의 지침을 모두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명칭은

‘지역사회보호사업’이나 ‘재가복지사

업’을 모두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3. 대상자중심의 지역사회보호사업
우리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개별화의 원칙과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를 제공해야한다고 수없이 들어왔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에서 대상자
의 개별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칫 대상자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시간
과 자원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고,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가 제외되어 대
상자의 욕구 및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실천 현장
에서 아직도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보호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제
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회복
지관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대상자 중심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관의 입장,
자원봉사자의 확보, 후원자 확보 등에 따라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제공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가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해결보다 사업의 유
지나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우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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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2> 전문봉사자에 의해 개설된 프로그램(예)
관장님이 잘 알고 있는 ○○종합병원의 과장이 매월 복지관 대상자 30여
명에게 무료로 기본적인 치과진료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담당자
입장에서는 대상자중 어르신과 아동들이 많이 있고, 치아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가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확보가 솔깃하여 치과진료에 필요한 장비 등을 후원받고, 전용공간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사업 실시 초기에는 대상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 기준을 만들어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번대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
사업이 매우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6개월 정도가 지나자 복지관 대상자들은
이미 한 번 이상 치과진료 서비스를 받아 더 이상 대상자가 없게 되었고, 인
근의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을 섭외하여 서비스를 시작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는 대상자의 욕구 해결보다는 치과진료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모
집하고 있다.

대상자중심의 서비스는 대상자의 욕구가 너무 다양하여 이를 범주화하지 못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사회자원을 확보하여 개별적으로 연결해 주어야 하며, 대상자
의 욕구가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범주화 할 수 있을 때에는 사회자원을 확보하여
사회복지관에서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대상자 중
심의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는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기초하여 만들어진 사업을 의미한다.
그러면 현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보호사업 중에 ‘대상자 중심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전문 자원봉사자가 확보되어 사업을 시작
하게 되었다.
-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대상자 확보를 위해 홍보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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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물품이 접수되면 모든 재가대상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다.
-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프로그램을 폐지하거
나 다른 자원봉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상자들이 굳이 그 서비
스를 받지 않아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을 사업이 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해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지
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다면,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프로그램 운영관리
지역사회보호사업은 크게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생활지
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자활지원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고(2009년 종합사회
복지관 평가지표 및 안내서, 49p) 있다. 사례관리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아니지만
지역사회보호사업에서 대상자의 욕구나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실
천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에서 사례관리는 반드시 활용
하여야 하는 사업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식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무료급식,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경로식당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
다. 이러한 급식서비스를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첫째, 위생 및 청결
규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식자재의 구입에 대해 일반경쟁 입찰 등을 통
해 투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구입한 식자재와 식단과의 연관성이 있어
야 한다. 넷째 평균 서비스 단가가 지원되는 예산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적용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사업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교
육․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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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는 통원 및 방문진료, 간병서비스, 물리치료, 재활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 영양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관에서 보건의료서비
스는 의료관련 전문 인력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전문 봉사자를 활용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것은 첫째, 의료법 및 약사법 등과 같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보건소 및 방문요양기관, 지역자활센터

등과 같은 타 기관과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서비스 제
공 인력의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 한 사업
인지 전문 봉사자의 활동에 기반 한 사업인지를 확인하여 대상자 중심의 사업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과 2007년 이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서비스의 중복이나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지원은 현금 및 물품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후원
품 및 생활용품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경제적지원은 재가대상자들
이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들 간의 마찰과 제공기관에 대한 불만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효
율적인 경제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제적 지원 기준에 대한 명
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제적 지원의 총량에 대한 대상자의 불만에 대
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둘째, 후원금 지원의 경우
지원의 상한선을 두어 특정 대상자에게 후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상한기준 이상의 후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관적인 근거를 두고 지원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후원금 및 후원품을 지원
하는 후원자에 대해 항상 사용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투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후원품 제공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물품을 제공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다.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후원품은 많은 낭비요소가 있다.
다섯째, 지원되는 후원금 및 후원품이 지원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 지 확인하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지원사업은 재가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로 청소, 세탁, 장보기, 취사, 가정봉사원, 이동목욕,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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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심부름, 차량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일상생활지
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일 것이
다. 또한 자원봉사자 활동기록을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다. 최근에는 메일이나 홈페이지의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
을 사용하고 있으며 휴대폰 문자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 가
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재가대상자를 만나는 자원봉사자들이 소속 기관을 대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세와 태도, 능력 등이 우리 기관에서 요구
되어지는 소양을 갖출 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서서비스는 비물질적인 서비스로 말벗, 안부전화, 의형제, 의부모 관계 맺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 운영에 있어 일상생활지원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시보호사업은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
가 필요한 실직자, 노숙자 등을 보호하는 서비스로 노인 주간․단기보호, 치매노인
센터, 장애인 주간․단기보호, 실직자쉼터, 희망의집, 그룹홈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은 별도의 법령에 의해 운영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활사업은 직업기능훈련, 직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 육성 등의 프로
그램을 말한다. 자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은 ‘시장에서의 경쟁력
을 갖추고 있는가?’ 이며 ‘참여자들이 직업이나 부업으로서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관에서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지역자활센터에서의 사업 흡수와 단순 기술에 의한 취업의
욕구가 감소된 이유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역사회보호사업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
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 및 운영방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이 잘 되어있어야 한다. 기록에는 단순히 서비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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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경우, 1:1로 면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집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
우, 자원봉사자가 단순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자원봉사자가 1:1로 면담하고 서비스
를 제공한 경우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한 기록방식(양식)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셋째, 대상자의 기준에서도 제공된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운영일지 및 관련 기록들은 정기적으로 결재를 받을 필요가 있다.

5. 지역사회보호사업의 업무흐름
지역사회보호사업은 재가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자원, 타 사
회복지시설 및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업무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내 요보호대상자가 재가복지센터(사회복지관)에 서비스가 의뢰되면 재
가복지센터에서는 스크리닝(재가대상자 선정기준)을 통해 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단
순서비스 제공대상자로 분류하거나 재가복지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
위를 벗어날 경우 타 기관에 의뢰하거나 단순 정보만 제공하고 종결하게 된다. 또
한 사례관리 대상자가 되었거나 단순서비스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항상 같은 수
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평가를 통하여 사례관리 대상자가 단순서비스
대상자가 되거나 단순서비스 대상자가 사례관리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재가복지센터에 의뢰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 대부분은 다양
하고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다양한 민간기관과 관
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
방법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례관리실천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 조작적 정의(업무흐름도)
☞ 사례관리 대상자는 사례관리 과정에 의해 파일로 관리되는 대상자를 말하며,
필요에 따라 단순서비스 대상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를 같이 제공받을 수 있다.
☞ 단순서비스대상자는 대상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1-2개만을 제공받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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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말하는 것으로 파일로 대상자 이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예, 재가
복지센터의 수지침 서비스만 제공받기를 원하는 대상자 등)

[그림 Ⅱ-5-1] 지역사회보호사업(재가복지봉사센터)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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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보호사업에서의 사례관리 활용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 대부분은 한 가지 이상의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개의 사회복지 기관의 자원만으로 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례관리자는 자신의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
식적, 비공식적인 다양한 자원들을 개발하여 연계함으로써 이들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 가장 적합한 사회복지 실천방법이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이다. 또한 현재 거의 모든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례관리를 활용
하고 있으며, 외부(관청이나 평가 등)에서 대상자 관리의 척도를 사례관리로 기준
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례관리의 활용은 선택이 아니
라 필수적인 요소이며, 3년마다 실시되는 복지관 평가에도 사례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2006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처음 사례관리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으
며, 2006년도에는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실시 여부가 주된 평가였다면, 2009
년도에 실시한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에서는 사례관리의 활용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평가는 사례관리의 질과 수준에 대한 것이 평가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렇듯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례관리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으
며 점점 더 높은 수준과 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보호사업에서의 사례
관리는 필수적인 실천방법이 된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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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례관리의 이해
1. 사례관리의 필요성과 개념
1) 필요성
사례관리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복합적인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주요 실천전략의 핵심요소로 인정받아오고 있다. 즉 재가
노인복지 영역, 정신보건 영역, 장애인 직업재활 영역, 아동복지서비스 영역, 성장
장애 영역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을 충족시키기 위
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조직하고, 주택, 고용, 정신보건, 사회적인 서비스, 건강보
호와 같은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모아 조정하고, 관리 및 통제를 해야 할 필요
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첫째, 탈시설화의 영향
시설에 입소해 있던 클라이언트가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기반
을 둔 프로그램으로 이동하거나, 자신의 가족에게 되돌아가게 하는
탈시설화정책이 실행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서비스체계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서비스의 지방분권화 영향
지역사회 서비스의 지방분권화로 인해, 기관들간의 경계 전반에 걸
쳐 각 기관들의 서비스를 조직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지방분권화에 따
르는 부정적 영향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혹은 팀)의 활동이
요구되었다.
셋째,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대상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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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정신질환, 신체장애, 심한 의료적 문제, 심리적 문제 등을
지닌 여러 유형의 복합적 욕구를 가진 인구의 증가로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들이 상호관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망을 구축하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방적
기능수행이 필요하게 되었다.
넷째, 서비스 단편성의 문제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기존 서비스의 단편성을 조정하
고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역할이 요구되었다.
다섯째, 지원체계와 관계망의 영향력 인식증대
대인서비스 실천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 지원체
계를 조직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확장하여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여섯째, 비용효과성의 요구에 대응
부족한 자원의 한도 내에서 서비스 전달의 효과를 최대화함과 동시
에 대인서비스 전달의 비용을 억제하려는 관심으로 대인서비스의 비
용효과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Moxley,1989, 김만두,
1993, pp. 30-37 재인용).

일곱째, 가족을 기반으로 한 사례관리의 필요성 증대
최근에 들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관심을 갖고 강점을 강화
하는 실천전략이 강조되면서 대상자의 미시적 체계인 가족에 대해서
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례관리 대상자의 개인적 배경과 욕구이외
가족의 기능, 역할 그리 자원 등에 대한 사정을 통해서 가족을 기반으
로 하여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서 대상자 개
인, 가족, 지역사회에서의 문제해결능력 증가하려는 시도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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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
사례관리가 복잡해 가는 사회적 환경에 의한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법 혹은 전략으로 다양한 실천분야에서 공통된 요소로 인정될 정도
로 급속하게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학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사례관리를 정의하고 있다.
사례관리를 서비스가 계획되고 검토되는 일련의 절차인 과정으로 정의

(Barker, 1991)하기도 하고 사례관리를 자원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망을 구축
하고 통합적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전달체계와 연계시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Jonson & Rubin 1983, Weil & Karls, 장인
협·우국희, 2001: 재인용). 다른 학자들은 사례관리자가 수행하는 기능을 목록
화함으로써

사례관리를

정의하기도

하였는데(Austin,

1983;

Merrill,

1985;

Newold, 1986; Steinberg & Carter, 1983), 이러한 기능들에는 사례발견(혹은 등

록), 사정, 목표설정 및 서비스 계획, 보호계획 수행, 그리고 점검과 평가 등이
포함된다.
O'Conor(1988)는 사례관리의 정의와 규정들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전부터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어 왔던 사례관리실천(case management practice)과 사례관리체계(case management system)를 명료하게 구분

지었다. 그에 의하면 사례관리실천은 사례계획의 수행에 기여하는 직접적인
실천활동을 의미한다. 사례관리체계는 실무분야의 행정적 구조, 기관간의 관계
망, 그리고 공식적․비공식적 지역사회 자원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직원, 지
위, 기능, 역할, 초점이나 포커스, 또는 기법이 포함된다. 그리하여, 사례관리체
계는 주로 슈퍼바이저나 행정가가 담당하고, 사례관리실천은 주로 일선 워커
가 담당한다. 결과적으로, O'Conner는 사례관리의 정의를 서비스 제공의 중복
이나 누락을 막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협력적
측면을 강조하는 행정적․관리적 특성과,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직접적인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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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하고 있다.
Moxley(1989)는 사례관리를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생활기능이
나 복지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공식적․비공식적인 서비스 망을
조직화하고 조정․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장인협, 1995, p. 19). 사례관리
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①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생활기술을 증진시
켜 대인 서비스와 사회적 지지들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하며, ② 클라
이언트의 복리와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 서비스 제공자와 사회적 지지
망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③ 서비스의 전달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효
과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Rothman(1991)은 사례관리를 노인, 아동, 장애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클라
이언트에게 효과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하나의 전략이며 방법이라고 정의하
고, 실천행동과 행정구조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사례관리란 지역사회 내의 클라이언트에게 개별화된 조언, 상담, 치료를 수행
하는 것과 클라이언트를 지역사회 기관 및 비공식적인 체계망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와 지지에 연계시켜 주는 기능의 합으로 보고 있는 통합적 실천방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Ⅲ-1-1>에

요약된

다양한

학자들의

시각과

정의를

분석한

Moore(1990)에 의하면 사례관리의 정의를 일부는 임상기술, 행정기술, 지역
사회조직 기술을 요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내리는 반면, 일부는 준전문가,
즉 일반사람들에 의해서도 수행할 수 있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편으로는 사례관리를 미시적 차원의 치료적 개입방법으로 규정하거나 거시적
차원의 지역사회자원 조정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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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사례관리의 개념
학자

Johnson & Rubin
(1983)

Barker (1991)

사례관리개념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자원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망을 구
축하고 통합적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전달체계와 연계시켜
적절한 서비스를 원조
다양한 기관과 직원으로부터 받을 서비스가 계획되고 검토
되는 일련의 절차인 과정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생활기능이나 복지를 최

Moxley(1989)

대한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공식적․비공식적인 서비
스 망을 조직화하고 조정․유지
지역사회 내의 클라이언트에게 개별화된 조언, 상담, 치료

Rothman(1991)

를 수행하는 것과 클라이언트를 지역사회 기관 및 비공식
적인 체계망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와 지지에 연계시켜 주
는 통합적 실천방법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을 포함하는

Moore(1990)

비공식 보호체계 및 공식 보호체계의 활동을 통합하여, 클
라이언트와 일차집단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에
서는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촉진

본 연구에서는 사례관리를 사회사업의 전문적 실천영역으로 보고, 사례관
리를 개별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 개입을 통해 클
라이언트의 문제대처 및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천활동과 자원동원 및 연계
망 구축 등의 행정적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Seoul Welfare Foundation 39

지역사회보호사업

2. 목적
사례관리는 서비스 전달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사업적 접근방법이다.

1)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의 목적
첫째, 포괄적인 서비스를 보장한다.
특정시점에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조정하여 제공한다.
둘째,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
록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등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셋째, 클라이언트의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역량을 강화한다.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서비스 체계와 협상하는 것을 원조해 줌으로써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넷째, 서비스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서비스의 단편화로 인한 서비스 접근의 장애들을 극복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해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는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고할 수 있다.
다섯째, 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적합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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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사례관리 목적
첫째,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을 최대화한다.
클라이언트의 장점을 강화하여 외부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
트의 잠재력을 최대화한다.
둘째, 클라이언트 및 가족 지원체계접근능력을 배양한다.
클라이언트와 그의 가족들이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
득하도록 한다.
셋째, 비공식 체계의 보호능력을 최대화한다.
가족, 이웃, 친구 등 비공식적 자원체계가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
는 능력을 최대화시킨다.
넷째, 공식적 도움체계의 능력을 최대화한다.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사회복지기관, 관공서,
종교기관 등의 공식적 도움체계의 능력을 최대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사례관리의 주요 목적은 가족, 친족, 친구 등의 비공식적 자원
체계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공식적 자원체계가 보유하는 각종 자원을 통합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Moore, 1987; Nelso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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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관리의 구성요소
1) 구성요소
일반적으로 사례관리를 형성하는 구성요소로는 첫째, 사례관리를 필요로 하
는 클라이언트,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는 사회자원, 세 번째 이
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관리자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사례관리에서
클라이언트를 개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보는 관점에서 가
족은 네 번째 구성요인이라 하겠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대부분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 하나 이상의
사회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자원의 소재와 이용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저소득층 가족, 아동, 청소년, 노
인 등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가진 다양한 클
라이언트들이 대상이 된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자원은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차원의 공급주체를 말한다. 가족, 친척, 동료, 이웃,
자원봉사자 등의 비공식적인 부분과 행정가, 행정기관, 공공복지시설, 법인 등
공식적인 부분이 있다.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체계
와 공식적 체계를 조정하고 통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앞에서 언급
한 두 가지의 구성요소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여러 가지 서비스 공급주체에 의한 사회자원을 클라이언트가 활용하
여 욕구를 충족해 갈 수 있도록 촉진하고, 조정하고, 연결시켜 나감으로써 클
라이언트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공급주체들의 능력 또한 발전시키
는 것이 사례관리자의 역할이다.
네 번째, 가족은 사례관리 대상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문제의 근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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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으나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이 되기도 한다. 클라이언트와 관련
하여 가족의 기능, 역할, 관계유형 등을 사정하여 사례관리과정에 활용하도록
한다.

2) 사례관리자의 역할
사례관리자로서의 사회복지사는 공식적 서비스와 가족 및 기타 1차 집단에
의해 제공되는 비공식적 서비스의 성공적인 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다. 이런 역할들은 (1) 기관간의 정책과 프로토콜(protocol : 기관의 규칙과 절
차 등을 말함)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중개(brokerage) 능력; (2)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옹호와 서비스 체계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능력인
정치적 기술(political skills); (3) 비공식적 원조망 등과 같은 자원체계를 찾아내
고, 증대시키거나, 연구하고, 이러한 체계에 클라이언트를 연계시키는 능력을
포함한 지역사회 업무(community work) 능력; (4) 진단의 치밀함은 물론 치료
적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 임상적 기술(clinical skills); (5) 클라이언트들의 기본
적인 생활기술의 매우 작고, 단순한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인내
심을 발휘할 수 있는 재활(rehabilitation)에 대한 신념 등이 요구된다.
미국의 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NASW, 1992)
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례관리자가 갖추어야 10가지 전문성에 대한 기준
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정순둘, 2005, pp. 33-34).
표준 1.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인준을 받은 사회사
업 프로그램의 학부나 대학원에서 받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그리고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실천을 능숙하게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표준 2.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최우선의 관심을 갖
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과 숙련성
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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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의 전 과정에서 가
능한 한 최대로 관계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표준 4.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타인에게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가 제공
될 때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사생활에 대한 클라이언트
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표준 5.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직접적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개입하고 클라이언트와 그의 가족에 대한 직접적 서
비스의 전달을 조정해야 한다.
표준 6.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서비스 체계 수준에서 현존하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지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공급 확장과 접근 개선
을 위해 개입해야 한다.
표준 7.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자원의 이용 가능성, 서비스 가격, 예산에
관련된 모수(parameters)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모든
사례관리 기능과 실천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표준 8.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전달체
계는 물론 사례관리자 자신의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적절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계획된 평가적이고 품질 보장적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전문적 책임감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표준 9.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자신이 클라이언트나 체계 개입과 관련된
사례관리 과제를 효과적으로 계획·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을 정
도의 합리적인 사례 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표준 10. 사회복지 사례관리자는 친절과 존경을 가지고 동료를 대해야하
며, 클라이언트를 위한 전문가 간, 전문가 내적, 기관 간 협력을 촉
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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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관리 과정
사례관리의 실천은 연속적, 복합적 기능을 가진 하나의 과정으로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지만, 사례관리 프로그램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통제나 접근에 따라 달라진다.
학자에 따라 그 단계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사례관리 실천의 핵심적
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존재하는 것이다. Steinberg & Carter (1983)는
사례관리과정을 사례발견, 사전적격심사, 접수를 포함한 가입, 사정, 목표설정
및 서비스 기획과 능력조성, 보호계획의 수행, 재사정, 종결 및 관계유지로 기
술하고 있고, White & Goldis (1986)는 전형적인 사례관리과정을 사례발견, 사
정, 보호 및 서비스 계획, 모니터링, 사후추적, 재사정의 6단계로 기술했으며,
Weil & Karls (1985)은 사례관리과정을 클라이언트의 확인과 출장원조, 개별적

사정과 진단, 서비스기획, 자원확인, 서비스연결, 서비스 실행과 조정, 서비스
전달의 점검, 옹호, 평가로 정리하고 있고, Rothman(1991)은 기관에의 접근(의
뢰 및 대외추적), 사정 및 목표설정, 개입계획 또는 자원 확인, 클라이언트 연
결, 모니터링 및 재사정, 그리고 결과 평가의 6단계를 일직선상에 놓인 하나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순환적인 시간 연속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하
였다. 즉 기관에 들어온 클라이언트는 한번의 사정과 진단 개입 그리고 점검
및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검단계에서 재사정이 필요하면 재사정을 하
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개입을 해
나가는 순환적 단계를 밟으면서 사례의 상황변경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
이다. 그리고 영국의 Challis와 Davies(1989)는 사례관리의 핵심기능을 중심으
로 사례관리과정을 사례발견, 사정, 사례계획 및 서비스 배정, 모니터링 및 재
평가, 종료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Moxley(1989)도 사례관리과정을 사정,
기획,

개입,

점검,

평가의

5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SSI(Social

Service

Inspectorate)는 홍보, 탐색 및 의뢰, 사정수준 결정, 욕구사정, 케어계획,

케

어계획 실행, 그리고 점검, 검토 등의 7가지 핵심과업으로 이를 구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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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인협(1995, p. 112)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사례관리의 단계를 인

테이크, 사정, 계획수립, 실행, 점검 및 재평가, 평가 및 종결로 나누어 제시하
였다. <표Ⅲ-4-1>에 정리된 여러 학자의 사례관리과정을 살펴보면, 접수,
사정, 기획(계획), 개입(조정), 점검 , 평가의 6단계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Ⅲ-4-1>에 요약된 여러 학자들의 학문적 견해와 사회
복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천적 견해를 감안하여 사례관리과정을 접수,
사정, 서비스 계획, 개입, 점검 및 재사정,

평가 및 종결의 6단계로 제시하고

자 한다. 사례관리과정은 접수, 사정, 서비스계획, 개입, 점검 및 재사정, 평가
및 종결의 6단계가 순차적으로 일직선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례의 특
성과 상황변화에 적극적 대응하도록 6단계가 순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된
다는 것이다[그림Ⅲ-4-1 참조]. 특히 점검 및 재사정 단계에서는 개입이 이
루어진 후에 개입에 대한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필요하면 재사정을
하여 서비스계획을 수정하거나 사례관리자의 개입수준이나 서비스간의 조정을
새롭게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의 평가 및 종결은 사례관
리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사회복지 개입과는 달리 클라이언트의 복
합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에 따라서는 해결할 수 없
는 문제도 있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례관리가 종결되기는 어렵다. 현장의
많은 사례들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보다는 보호와 유지가 지속되는 경우
가 많아 점검시 변화의 여지가 없어 그냥 지속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사례관리자가 변화 없는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결과 지향적 개입을 유
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례는 정기적으로 평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기적 평
가는 반년마다 혹은 1년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례관리의 종결
은 사실상 어렵지만 시작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와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고 일단 합의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종결한다는 합의가 있을 때에 종결이
가능해 진다고 하겠다. 사례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례관리의 대
상이 되는 사례와 계약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분명히 하고 이것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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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었을 시는 사례를 잠정적으로 종결하고 사후관리로 들어가야 한다.
지역보호사업의 대상자들의 특성상 일단 사례관리가 시작되면 사망이나 이
전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역에 거주하면 사례관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지역보호의 실천방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현실에서
사례관리대상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비해 이들 사
례를 관리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사례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사례의 수가 무한대일 수 없기 때문에 점검 및 재사정 과정에서 사례
관리의 등급을 조정하거나, 평가를 통해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표 Ⅲ-4-1〉사례관리의 주요 과정
Steinberg &
Carter (1983)

Weil &
Karls (1985)

White &
Goldis
(1986)

Challis와
Davies
(1989)

Rothman
(1991)

SSI1)
(1991)

장인협
(1995)

가입(사례발견,
사전적격심사
접수)

클라이언트
의 확인과
출장원조

사례발견

사례발견

기관접근,
접수

홍보,탐색
및 의뢰

인테이크

사정

개별적
사정과 진단

사정

사정

사정

사정

사정수준결
정,
욕구사정

사정

목표설정,
서비스기획,
능력조성

서비스기획,
자원확인

보호기획

기획

사례계획 및
서비스 배정

목표설정,
개입기획,
자원확인과
목록화

케어계획

계획수립

보호계획의
수행

서비스연결,
서비스
실행과 조정

계획수행

개입

클라이언트와
의 연결

케어실행

실행

재사정

서비스
전달의 점검,
옹호

사후검토
재사정

점검

모니터링
및재평가

점검과
재사정

점검

점검 및
재평가

종결, 관계유지

평가

평가

종료

결과평가

검토

평가 및
종결

Moxley
(1989)

1) SSI: Social Service Inspect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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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 수
접수단계는 사례관리의 첫 단계로 사례를 발견하고 스크리닝을 통해서 사례
관리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를 판단하고 사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을 말한다. 이 단계는 사례발견, 스크리닝, 인테이크로 구성된다.
사례발견은 사례관리가 요구되는 클라이언트를 발굴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
법이 활용된다. 기관에 방문하는 클라이언트나 공공기관에서 의뢰 받아 클라
이언트 이외에도 대외추적이나 주변인물로부터 의뢰 받아 잠재적 클라이언트
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복합적이고 위축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는 공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잘 발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외추적이나 주변인물의
활용이 중요하게 된다. 사례관리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체계의 통합․조정으로
보다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서비스 체계에 들어오도록 격려하는 적극적인 방법
이 강조되고 있다.
스크리닝은 발견되거나 의뢰된 클라이언트들이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자
격이 있는지, 서비스 이용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문지기로서 작용
한다. 스크리닝을 통해 대상자들을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 의뢰대상자, 정보
제공대상자, 서비스 제외대상자로 구분하여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
하는 것 이다. 철저한 스크리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
어야 한다(Quinn, J., 1993; 장인협, 1995, p. 115 재인용).
• 이름, 나이, 결혼여부, 주거상태와 같은 배경 정보
• 의뢰 또는 원조추구 이유
• 이미 이용하고 있는 지지내용(공식/비공식적 자원)
• 즉각적인 조처가 필요한지 여부 평가(위기개입, 혹은 보호서비스)
• 수입, 연령, 다른 요구조건과 관련하여 수혜자격 여부 결정

현실적으로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기관의 스크리닝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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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개별 사회복지사의 주관이나 가치관에 따라 스크리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인테이크의 기회도 가져보지 못하는 클라이언트가 발생할 수 있다.
인테이크는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수집을 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인 장애나 욕구
가 무엇인지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재정적 능력도 평가한다. 개인 및 가족
배경, 사회환경 등의 객관적 사실과 클라이언트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
니라 클라이언트가 인식하지 못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한다. 정
보수집을 위해서는 양적이고 질적으로 충분한 면접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를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하는 일이 중심
이 된다.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목적, 클라이언트와
가족에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기관이 클라이언트에게 요구하는 역할
과 책임, 그리고 기관이 갖는 제한점에 대하여 설명을 해준다.

2) 사 정
이 단계는 개입 방식을 선택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상황을 검토
하는 절차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비스 수준과 성격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
고, 서비스 전달의 양과 질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된다. 이 과정에서는 클라이
언트와 그 가족에 의해 제시된 문제 외에도 신체적․인지적․사회적․정서적 욕구
는 물론 재정적․환경적 욕구도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될 수 있는 도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실
시되어야 한다.
사정은 또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자원을 전반적이며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개입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다차원적 욕구의 충족을 강조하는 사례관리는 사정과정에 대해 훨씬 중요
한 비중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총체적 인간으로
바라보고, 개인의 다양한 문제 및 욕구영역을 확인해야 한다(Kirst-Ashman,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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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ll, G., 1993; 장인협, 1995). 특히 사례관리기법은 문제를 전문가가 직접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가능한 자원을 발
견하고 이러한 자원들을 조정하고 의뢰하는 기능이 강조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이야말로 사례관리 서비스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관리에 있어서의 사정은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능력과
개인이 필요로 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상호작용성을 고려
하고자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이준상, 1994, p. 89).
전문적 케어의 능력에 대한 보다 질적인 사정에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서비스 양의 적당성(adequacy), 욕구에 대한 서비스의 적절성
(appropriateness), 클라이언트에 의한 서비스의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서비

스에 대한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에 대한 정보 수집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
고, 사정은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므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역
할 행사가 장려되어야 한다.
욕구가 확인되고 나면, 클라이언트와 실천가는 욕구의 상대적 우선순위에
대한 일정 정도의 합의를 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우선순위는 기관의 순위와
일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관은 독립된 생활의 유지와 회복에 최우선 순
위를 두는 경향이 많다. 대개 기관은 재가보호 욕구, 치료욕구, 개입하지 않을
경우 증대되는 욕구, 예방적 차원의 개입을 요하는 잠재적 욕구 순으로 욕구
를 고려한다(SSI, 1991).

3) 서비스 계획
이 단계에서는 적절한 서비스의 유형, 보호에 필요한 시간,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과 가족구성원이 취할 역할들을 구체화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적절한 보
호를 위한 계획은 사례관리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사례관리자는 그 계획에 대
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Schneider, 1988; 이윤로․성규탁, 1993, p.122).
사정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보호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라면,
서비스 계획은 이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의 실질적 선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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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둔다(Challis & Davis, 1989). 즉 사정은 보호의 목적과 맞닿아 있는
문제의 명확화에 초점을 맞추며, 계획은 적절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서비스 계획은 확인된 클라이언트의 문제, 성취된
결과, 목표달성을 위해 추구되는 서비스 등에 관해 클라이언트, 사회적 관계망,
다른 전문가, 사례관리자가 합의를 발달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욕구가
변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계획은 충분한 융통성을 갖고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계획은 클라이언트, 가족성원, 다른 전문가, 사례관리자를 통합하는
팀워크 과정을 통해 발달된다. 따라서 사례관리자는 계획과정에 클라이언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례관리자는 클라
이언트의 욕구와 강점을 확인하고, 욕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련된 서비스와
지지를 개발하는 전 과정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서 관여시켜야 한다.
클라이언트에 못지않게 그의 사회적 관계망을 계획과정에 관여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한 측면이다 . 때로 사례관리에서는 중증의 장애인으로서 자기결정
능력이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대할 기회가 많다. 그럴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가족을
서비스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능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사회적
관계망의 관여는 주로 사정단계에서 발견된 핵심인물이 중심이 되며, 물론 이것
또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받은 후에 팀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례관리자는 하나의 계획 과정에 많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관
점을 조합,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한다. 즉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관해 관련된
사람들이 검토와 논의를 하고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적인 과정을 이
끌어 간다.

4) 개 입
이 단계에서는 서비스계획을 실행하는 단계로 , 양질의 서비스나 자원을
확보하여 직접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직접적 개입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접근과 활용기술 및 능력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에 관계되는 것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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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경우는 클라이언트를 교육시키는 것, 클라이언트의 결정 및 행동을 격려,
지지하는 것, 위기 상황에 적절히 개입하는 것, 클라이언트를 동기화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간접적 개입은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체계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를 필요한 자원체계에 연계 또는 서비스를 중개
하는 것,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다양한 체계에 대해 클라이언트 욕구를 옹호
하는 것이 주로 행해지는 실천 활동이다.
사례관리 체계에서 옹호는 클라이언트 권리에 대한 주장적 옹호를 하는 것,
서비스 체계의 경직성을 극복하려는 노력, 클라이언트가 불공정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강하게 주장하는 것, 설득하는 것, 강요하는 것 등이 중요한 부분으로
서 자리 잡고 있다. Moxley(1989)는 케이스 옹호에서 사례관리자가 주로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①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 중간 레벨의 직원들과 협상하고 타협한다.
② 명령계통을 따르는 조직적 망에 대해 직접적으로 호소한다. 기관의 임무,

목적, 관련된 철학을 강조한다.
③ 만일 기관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기관의 법령에 호소한다.
④ 서비스 접근의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외부의 민원 조사관에 호소한다.
⑤ 기관의 자금지원처에 가서 조직이 책임 있게 서비스, 자금, 자원을 이용

하지 않는다고 논의한다.
⑥ 기관이 특정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를 대중매체에 폭로하여 이슈화한다.
⑦ 조직적인 소비자 집단과 협력하여 기관에 대항한다.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여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례관리자의
권력기반에 대해 Moxley는 ①사례관리기관이 지역사회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법적․행정적 권한에서 비롯되는 권위, ②전문가, 조직화된 소비자 집
단, 소비자 귄리보호단체, 옹호기관 등의 인적자원, ③서비스 자격요건, 기준,
절차에 관한 상세한 기술과 지식, ④지역사회에서 카리스마적이고 영향력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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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망 높은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데서 비롯되는 사회․심리적 요인, ⑤물질적 자원
등의 5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5) 점검 및 재사정
점검(monitoring)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적시에 적절하게 제공
되었는지, 서비스의 질이 높은가,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 단계는 서비스가 전달되는 실제적 과정 동안,

기존의 계획이 클라이언트에게 만족스러운지 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존의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서비스의 전달과 실행을 추적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의 목적은 계획이 어느
정도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계획에 담고 있는 케이스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개개의 서비스나 지지의 내용이 적절한지, 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데 있다.
이런 점검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변화가 보여 질 경우 재사정을 한다.
재사정 단계에서는 최초의 계획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관여해야 하며,
재사정의 범위는 욕구의 복잡성과 투입되는 자원의 수준에 달려 있으며, 재사정의
빈도는 욕구가 변화된 정도에 좌우된다.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사례계획의
목적달성여부, 성공과 실패의 원인분석, 제공된 서비스의 질과 비용평가, 개인
능력의 대처능력증대에 따른 원조를 받을 자격여부, 욕구달성정도에 따른
목표의 수정, 서비스의 양과 형태 등 욕구사항에 대한 재규정, 비용 재계산,
서비스의 결함 혹은 미충족된 욕구에 대한 서비스계획의 질적 보증, 재평가
날짜 설정 등의 내용에 관한 재사정 보고서가 작성되고(SSI, 1991) 그에 따라
사례관리의 수준이나 서비스 내용과 질의 변화 등을 적시하여 보호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고 있다. 모든 사례가 재사정 단계를 밟는 것은 아니고 점검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욕구에 큰 변화가 와서 개입수준이나 개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재사정을 하게된다. 대부분의 사례들은 정규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가 유지되거나 종결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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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및 종결
평가는 궁극적으로 사례관리의 효과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단계
이다. 이 단계에서는 서비스와 지지계획이 일치되었는지, 서비스 구성요소,
그리고 사례관리자에 의해 동원․조정된 서비스 활동이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과정이다.
재사정과 평가가 다른 점은 재사정이 클라이언트의 보호계획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서비스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인 반면에
평가는 가치와 종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호계획이 클라이언트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판단하는 효과성에 초점을 두는 과정이다.
평가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례관리의 적용을 지속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
짓게 해주는 만큼 상당히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많은 사례관리 대상집단이 만성적이고 점점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사례관리 서비스는 종결을 논하기가 어렵다. 일부 사례관리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종결은 사례관리자가 떠나거나 클라이언트가 죽거나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제대로 개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의 목적에
대해 합의하고 목적달성이 되었을 때 종결을 한다고 계약을 하는 것이다.
계약에 따라 사례관리의 목적이 달성되면 종결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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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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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결

[그림 Ⅲ-4-1] 사례관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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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관리 모형
사례관리를 실천하기 위한 모형들이 학자에 의해서 제시되지만 경험적
지지를 받는 사례관리의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참조 [표Ⅲ-3]). 사례관리는
직접적 개입에 의한 문제해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는 물론 가족, 지역사회 등 공적영역에서의
자원까지 동원을 연계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원보유정
도와 연계가능성에 따라 다양한 실천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외국 학자들의 사례관리 실천모형을 살펴보면, Ross(1980)는 사례관리과정
을 분석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정도에 따라 ①최소모형 ②조정모형 ③포괄모형으로
나누고 있다. 최소모형은 사례를 발견하여 사정해서 개입․계획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하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조정모형은 최소서비스에
클라이언트 옹호, 직접적 개입, 지지체계 개발, 재사정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고,
포괄모형은 조정모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모니터링, 대중교육, 위기개입 등을
포함한다. 이에 비해 Moore(1992)는 지역사회의 자원보유정도와 서비스통합
정도에 따라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규정됨을 전제로 ①배분모형 ②마케팅모형
③개발모형 ④중개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자원이 많고 서비스 통합의 정도가

높으면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마케팅모형이라 개념하여 쓰고 있고, 반대로 자원도 부족하고 서비스
통합의 정도도 낮으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역할이 강조되는 개발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자원은 많지만 서비스통합의 정도가 낮으면 서비스간의 중재를
중시하는 중재모형을 반대로 자원은 적지만 서비스 통합이 잘 되어 있으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역할을 하는 배분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Weil & Karls(1985: p.44-56)은 누가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①일반적모형 ②일차적 치료자 모형 ③학제적팀 모형 ④가족모형 ⑤지지적보호모형
⑥자원봉사자 모형 ⑦종합서비스센터 모형으로 나누고 있다. Quinn(1993:
p.137-139)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형태별로 ①독자기관모형 ②직접 서비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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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특수단위 모형 ③특수 단위시설 또는 복합기능 기관모형 ④조합모형
⑤보험사례관리 모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윤로와 성규탁(1993)은 서비스 전달 방법에 따라 5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⑴ 중개모형(the broker care management system):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⑵ 판매모형(vender care management system): 중계모델과는
달리 사례관리기관이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⑶ 통합된 중개판매모형
(the integrated broker - vender model): 사례관리 기관은 제한된 수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외부기관과 협력해서 조정한다. 주로 급성치료에
적용한다. ⑷ 자원개발모형(resource development model): 사례관리자는 서비스
전달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그 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요소와 장애가 될 요소를 가려내어 재원확보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⑸
조직의 변화 모형(organization change model): 이 모형은 자원개발모형과
중첩된다. 사례관리자는 장기보호서비스가 현재 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약간 변화시키거나 보충하여 장기적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념적 성격이 강한 황성철(1995) 모델은 단순형, 기본형, 종합형, 전문관리형
등 4가지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⑴ 단순형(simple model) 사례관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자원 및 서비스와 연계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사례관리자는 주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관에서 단순형 사례
관리를 적용시킬 경우 조직구조의 측면에서 별도의 독립부서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전문가에 의한 엄격한 슈퍼비전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⑵ 기본형
(basic model) 사례관리의 근본목적은 클라이언트와 서비스의 연계를 도모할

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동기 부여 및 자조 능력의 배양을 포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례관리자는 기본적으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지역사회기관과의 원조 관계를 형성하며 클라이언트와 서비스의 연계 기능을
수행하고 아울러 개별화된 조언 및 상담 등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기본형 사례관리자는 기관 내에서의 상담 및 조언 뿐 아니라 가정 및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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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⑶ 종합형(comprehensive model) 사례관리모델의
근본적인 목적은 클라이언트와 서비스의 연계를 도모하기도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과 행동을 치료하는 데에 강조점을 둔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바람직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와는
별도의 독립된 부서를 공식화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전문가의 책임과 권위가
인정되고 개별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⑷ 전문관리형(professional
management model)에서 사례관리자는 일반적으로 간접적 서비스로 분류되는

클라이언트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뿐만이 아니라 상담 또는
치료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사례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과업과
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관리자는 조직에서 계획, 의사결정, 점검,
조정, 자원배분, 통솔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과 간접적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사례관리실천모형과 현재 사회복지 현장을
감안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문성의 정도와 개입의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단순모형, 일반모형, 집중모형으로 구성된

실천모형은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쉽게 구분하여 쓸 수 있도록 실천중심적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⑴단순모형은 사례관리의 목적을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자원 및 서비스를 연계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고 자조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한다.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해결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내적자원을 끌어내고 외적자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자원을 잘 활용하는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지 등에 관해 정규적으로 연락하고 필요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한다.
사례관리자는 단순모형의 사례를 100개까지 관리할 수 있다. 일반모형의 사례
관리목적은 클라이언트와 자원간의 연계도 도모하지만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 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⑵일반모
형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자는 전문적 개입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58 Seoul Welfare Foundation

Ⅲ. 사례관리의 이해

사회복지 전문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30 - 40명 정도의 사례를
관리할 수 있다. ⑶집중모형은 사례관리자가 지역사회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동원과 연계활동뿐만 아니라 상담 및 전문적 치료개입 등의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클라이언트의 사례를 계획, 의사결정, 조정, 점검, 자원
분배, 통솔 등의 역할을 하는 등의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은 매우 집중적이 된다. 이런 모형에 속하는 사례는 10개 이상을 넘기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는 한 가지 유형의 사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사례가
밀려드는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맡는 사회복지사는 단순,
일반, 집중모형의 사례 간에 균형을 맞추어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촉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몇 사례라고 하기보다는
단순형은 35 - 45 사례, 일반형은 10 - 15사례 집중모형은 5사례미만으로
총 50 - 65사례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사례의 수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표 Ⅲ-5-1〉사례관리 실천모형
제공자
(Weil)
①일반적모형
②일차적치료자 모형
③학제적팀 모형
④가족모형
⑤지지적보호모형
⑥자원봉사자 모형
⑦종합서비스센터
모형

케이스매니
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 사례관리제 이념적 규정
저 역할
포괄성 정도
공자(이근홍) (황성철)
(Quinn)
(Moore)
(Ross)

①최소모형
①할당모형
②마케팅모형
②조정모형
③개발모형
④중개모형
③포괄모형

①독자기관모형
②기관내의 특수
①가족보호
단위모형
모형
③특수 단위시설
②지역사회
모형/복합기능
지원모형
기관모형
③포괄형
④조합모형
⑤보험사례관리
모형

전문성의
정도와
개입강도
(김미혜)

①단순형
①단순형
②기본형
②일반형
③종합형
③집중형
④전문관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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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례관리의 실천기술
사례관리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개입기술을 사용한다. 하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직접적인 개입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의 연계, 옹호 및
조정과 같은 간접적인 개입기술이다. 사례관리자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
입을 위해 필요한 실천기술들을 익히고 있어야 한다.

1) 직접적 개입을 위한 기술
직접적 개입을 위한 실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대인관계형성기술의 핵
심적인 2가지 기술은 의사소통기술과 상담 및 치료기술이다

⑴ 의사소통기술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서비스자격여부와 서비스계
획을 세우기 위한 사정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한다. 사례관리자가 필요한 정보
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을 언어적 수단과 비언어적 수단 즉 신체적
언어의 이해와 활용을 통해 전달하고 의미를 전달받게 된다. 효과적인 의사소
통을 위해 다섯 가지 유형의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장인협·우국희, 2001. pp.
170-176).
① 말하기

사례관리자가 사용하는 단어, 목소리 톤 및 고저, 말하는 속도 등은 클라이
언트와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사례관리자는 평가하는
듯한 단어의 사용을 피하고, 클라이언트의 청력상태 및 이해능력을 고려하여
목소리의 톤 및 고저, 속도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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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체적 언어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말로 이루어지지만 얼굴표정,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
상대방과의 대화시 유지 거리 , 대화시 앉는 자세 , 사람을 만지는 방법 등
비언어적인 신체 언어가 더 강력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례관리자는
신체적 언어에 대해 잘 인식하고 민감해야 한다.
③ 질문하기

사례관리에 있어서 인터뷰의 주된 목적은 정보 수집이다. 정보는 관찰이나
경청을 통해 수집될 수도 있지만, 보다 일반적인 방법은 사실과 감정을 동시에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질문 방식에는 상황에 대한
기술이 가능한 개방형 질문과 사실적 정보의 수집과 확인을 위한 폐쇄형 질문이
있는데 되도록 개방형 질문이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주관적 인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
④ 경청하기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제스처나 포즈를 관찰하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격려하며, 의사 전달한 내용을 잘 기억해내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효과적인 경청은 사정 및 계획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가능케 하고,
경청 그 자체로 클라이언트의 자기이해, 자존감, 문제 해결능력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개입도구가 된다. 따라서 사례관리자가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충동을 다룰 수 있는 절제 및 자기 통제 능력을
지녀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특징, 행동적 특성, 말과 표정간의 일치정도
등을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의사표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간단한 문장, 소리, 제스처 등의
형태로 격려를 하여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말한 것을 잘 기억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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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적극적인 경청 (반응하기 )

적극적인 경청은 말하고 경청하는 두 기술을 결합해 놓은 것으로 클라이언트가
보다 풍부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종의 피드백이다. 적극적인
경청은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의 말을 자신의 말로 달리 표현함으로서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의 핵심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사례관리자가 이해한
내용이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의도한 내용인가를 묻는 것이다.

⑵ 상담과 치료
상담과 치료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실천기능으로, 둘 다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과정을 다루며 이론적 기반이 일부 동일하고, 활용되는
기법도 유사하다는 공통점이 있어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지만 개념상으로는
구분이 가능하다(장인협 우국희, 2001. pp. 180-181). 일반적으로 상담이 일
상생활에서의 지금-현재의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치료는
클라이언트 내부의 근본적인 정신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면서 이야기하는 방법이다.
상담의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동기를 보다 잘 이해하여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데 있다.

2) 간접적 개입을 위한 기술
⑴ 연계
연계란 클라이언트를 서비스나 자원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으로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직접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연계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변하면 그에 적합한 다른 자원을 계속 연결해 주어야 하므로 단 한번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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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옹호
기관이나 조직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부적절한 사회정책으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나 자원에 접근조차 할 수 없을 때, 중증장애인이나 치매
노인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어려운 클라이언트일 경우에 사례관리자들은
옹호역할을 하게 된다. 옹호는 ‘전문적 옹호’ ‘시민 옹호’ ‘자기 옹호’ ‘집단, 계층,
구조적 옹호’등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둔다.

⑶ 협력 및 조정
조정과 협력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정의되기도 하는데, 사례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개념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조정이란 욕구와 서비스간의
최상의 적합성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상이한 사람들과 기관을 함께 모아
욕구에 대한 사정 및 누가, 언제,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관한 협상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즉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팀들을 조정하고, 클라이언트, 팀구성원,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을 연계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되어 조정, 협력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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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례관리 실천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보호 사업 영역에서 사례관리는 필수적인 요소로
모든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사례관리의 과정 및 절차, 적용방법은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접수,
사정, 계획(기획), 개입(조정), 점검 및 재사정, 평가 및 종결의 6단계의 과정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례관리 과정을 6단계로 구분하고, 각 사례관리 과정에
대한 실무적인 설명과 활용 가능한 양식과 사례들을 제시하였으며, 각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들을 TIP으로 정리하여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매뉴얼을 보다 효율
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1. 접수
접수는 사례를 발견하고 스크리닝(screening)을 통하여 클라이언트를 확인하고,
사정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사례발견(case finding)과 스크리닝

(screening), 인테이크(intake)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사례발견(Case Finding)
사례발견은 재가복지센터에서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아래의 범주에 포함한다.

⑴ 공공기관에 의한 소개(발견)
◦ 매년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지역 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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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명단의 확보를 통하여 클라이언트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구청과 동
주민센터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명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 결식 또는 저소득 자녀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복지관에 요청하는 경우로 교육청 또는 학교에 사회복지서비스
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역사회복지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법이 필요하다.

◦ 기타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복지관에 요청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사 례
많은 동주민센터에서 수급권자 등의 명단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명단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잘 안될 경우에는 관할
구청 사회복지담당자에게 공문 및 협조를 요청하면 명단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구청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명단 협조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 내
다른 복지관과 공동으로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⑵ 민간단체에 의한 소개(발견)
◦ 타 사회복지기관에서의 클라이언트 의뢰로 보통 사례의뢰서 양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관에서 타 사회복지기관으로 클라이언트를
의뢰할 경우 사례의뢰서 양식에 의한다.

◦ 시민단체 및 임의단체를 통하여 클라이언트를 의뢰 받는 것이 포함된다.
◦ 기관과 기관이 서로 클라이언트를 의뢰하고 받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68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사례관리 실천

⑶ 대상자에 의한 소개
◦ 현재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소개되어지는
대상자로 이미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경우 클라이언트가 본인의 욕구와 관계없이 기관을 소개한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초에 클라이언트를 확정할 때 개인의 욕구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을 공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⑷ 지역주민에 의한 소개
◦ 이웃의 어려움은 이웃이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일반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대해 어떻게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재가
복지사업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복지관의 교육문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를 발굴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지역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복지관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의 모든 가정에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업을 홍보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⑸ 자발적 방문
◦ 클라이언트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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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경우에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용이할 수 있으나 간혹 너무 과도하거나 무리한 서
비스 욕구를 표출하는 경우도 많아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사가 면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⑹ 아웃리치(Outreach)
◦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에이즈환자나 치매노인 및 가족 등
사회적인 낙인으로 인해 노출을 꺼리는 대상자, 서비스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정보에서 소외된 주민 등이 아웃리치의 대상이 된다.

◦ 지역사회에 잠재되어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가정방문, 관찰, 외
부정보 등을 통해 잠재적인 클라이언트에게 다가가야 한다(장인협․우국
희, 2001. p. 139).
사 례
복지관의 가족복지사업이나 교육문화사업 등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상담과정에서(교육문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의 잦은 결석
이나 학습능력 부족 등의 문제로 프로그램 관리차원에서 상담중 보호자들의
취업, 의료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되거나,
기관내 다른 사업담당자들과의 업무협의 과정 또는 추천에 의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기관의 필요에 의해 지역주민이나 특정대상별 사회조사의 상담과정에서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복지관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도 사례관리가 필요한
주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과의 상담과 관계형성의
과정에서 외형적인 모습과 반응 못지 않게 숨겨진 내면에 대한 파악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동주민센터, 교회, 성당, 사찰, 노인정 등지에 리플릿이나 광고문을 배포
하여 지역사회주민들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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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견 주요TIP
Summary
◦ 사례발견은 공공기관에 의한 발견, 민간기관에 의한 발견,

대상자에 의한 발견, 지역주민에 의한 발견, 자발적방문,
아웃리치 등이 있다.
◦ 공공기관 및 타 민간기관에서의 사례를 의뢰 받을 경우에는

사례의뢰서를 받는 것이 좋다.
◦ 대상자 및 지역주민에 의한 사례 의뢰는 의뢰자가 간단한

사례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자발적 방문에 의한 경우에는 초기만남에서 스크리닝(screening)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방문자에게 알려준다.

사례관리기관의역할
◦ 사례발견 및 의뢰에 대한 담당 직원을 정한다. 담당 직원은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자가 맡도록 한다.(담당을 정하기 어려
울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이 사례발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한다.)
◦ 공공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사례 접수와 관련한 일련의 행정적 절차와 양식을 마련하고,

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 서비스제공 대상 기준에 대한 안내지 및 홍보 리플릿 등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적극 홍
보한다.
◦ 사례관리자가 지역사회 내 각종 위원회 및 비공식 단체 활동
(지역협의체, 새마을부녀회, 조기축구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예산을 확보한다.

사례관리자의 역할
◦ 매년 초 공공기관으로부터 저소득주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현재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 및 이전 의뢰 대상자
명부와 대조하여 새롭게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확인할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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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다.
◦ 담당지역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직원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 의뢰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자 의뢰 방법 및 의뢰
양식 등을 공유한다. 이때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음을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사례 접수 시 클라이언트의 주 호소문제 및 욕구를 파악한다.
◦ 지역사회 내 각종 위원회 및 비공식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례발굴을 위해 적극 사업을 홍보한다.

실천사례
◦ 지역 내 민간네트워크(재가복지 실무자모임 등) 등에 참여하여

타 민간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서비스 조정(중복) 실시하고
있다.
◦ 지역복지협의체에 참여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공동 사례관리 실시하고 있다.
◦ 구청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민간기관 실무

자와 공동으로 워크숍 또는 체육대회를 통한 관계 유지하고
있다.
◦ 지역 내 새마을부녀회, 아파트 단지 내 부녀회의 모임 참여

및 공동 행사 진행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기관 및 지역 내 복지정보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및 각종 민간단체에 비치하여 지역주민들이 복지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자치구에서 사회복지 박람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 공공기관에서 대상자를 의뢰할 때 정해진 양식에 의해 공식

적으로 사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 자치구의 사례관리 기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사례

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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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리닝(Screening)
스크리닝(screening)은 클라이언트들이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적절한 자격이
있는지, 서비스 이용에 해당되는 적절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문지기

(gatekeeper)로서 작용한다. 스크리닝(screening) 절차를 통해 원조여부의 결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 최대한 3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장인협․우국희, 2001. p. 142) 현재 우리 지역사회
복지관 대부분의 기관이 스크리닝(screening)에 대한 기준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주관이나 가치관에 따라 인테이크(intake)의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클라이언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스크리닝(screening)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상자로 구분된다.

①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
의뢰 된 클라이언트 중에서 기관의 스크리닝(screening) 기준에 적합하여
인테이크(intake)를 통하여 사정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이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가정방문 및 상담 등을 통해 인테이크(intake)를 실시하고
사정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사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의뢰대상자
의뢰 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시스템으로 개입이 어렵거나, 가지고 있는 문제는 심각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주변환경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현 상황과 문제의 정도 및 종류에 따라 외부의 다른 기관으로 의뢰한다.

③ 정보제공대상자
의뢰 된 클라이언트가 문제 및 욕구를 가지고 이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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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나 방법을 잘 알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단순히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④ 서비스 제외대상자
의뢰 된 클라이언트가 스크리닝(screening)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합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거절할 경우에는 인테이크(intake)를 실시하지 않는다.
단,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부터 수급권자 및 결식아동의 명단을 받아 인테이크
(intake)를 위해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거부하였거
나,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아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은 클라이언트에
대해 별도의 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생활의 변화(악화 또는
개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동주민센터에서 명단을 받을 경우 대부분 매년 중복되는 대상자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리스트가 필요하다.

- 인테이크(intake)를 하였으나 복지관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클라이언트가 무작정 서비스
를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반드시 통보하
여야 한다.

-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수혜거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이 된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
고 지속적인 접촉과 관계형성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때까지 인내
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사 례
초등학생과 미취학 자녀들 둔 장애여성이 추천되어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본인은 자신이 무능력하고 도움을 받아야한다는 낙인감(자존감)으로 본인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거절하였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다른 대상자를 상담하면서 몇 차례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 계속하여 방문
하였고, 우선 시급한 자녀 교육의 문제로 차츰 대화를 나누었으며, 첫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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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개월쯤 되어

자녀의 의사에 따라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하기를 권유

하였으며 몇 차례 참석한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서 본인이 대상자로서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다.

스크리닝(screening) 기준 작성은 각 기관의 자원 및 절차, 주변환경 등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부록 자료 : 스크리닝

(screning)기준 예시 참조) 스크리닝(screening)의 기준은 담당 사회복지사가
기준을 근거로 사례관리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이어야 하며, 각 분류 대상별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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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닝(screening) 주요TIP
Summary
◦ 사례를 발견하면 사례를 임시 등록하고 스크리닝(screening)을

통하여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 의뢰대상자, 정보제공 대상자,
서비스제외 대상자로 분류한다.
◦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는 인테이크(intake) 일정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의뢰대상자는 의뢰서를 작성하여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내고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 클라이언트가
용이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한 정보를 기록한다.
◦ 서비스제외대상자에 대해서는 제외 사유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한다.
◦ 스크리닝(screening)의 결과는 최대 3일 이내에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모든 스크리닝(screening) 과정에 대해 기록으로 관리한다.

사례관리기관의역할
◦ 스크리닝(screening) 기준을 마련하고, 스크리닝(screening)

과정에서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명시한다.(스크리닝

(screening) 과정에서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가 아닌

클라이언트가 납득할 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스크리닝(screening) 과정 기록에 대한 양식을 준비하고 이를

기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다양한 사회복지 정보를 확보하여 사례관리자가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의 정보와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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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자의 역할
◦ 기관의 스크리닝(screening)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 제외대상자의 안내에 있어 클라이언트가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한다.
◦ 스크리닝(screening)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한다.
◦ 잠재적 사례관리자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면담 일정과 자료수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료 수집은 최대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스크리닝(screening)
판정이후 7일 이내에 면담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천사례
◦ 사례관리 기관에 인테이크(intake)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기관의 전면(접점-기관에서 이용자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 방문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안내 및 접수를
담당하고 있다.
◦ 인테이크(intake) 담당 직원이 안내데스크에 배치되지는 않았지만

접수면접상담을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스크리닝

(screening)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 스크리닝(screening) 기준을 만들어 전체 직원이 공유하고 있어

누구든지 기관을 방문한 대상자에게 스크리닝(screening)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스크리닝(screening)부터 개입까지의 절차 및 소요기간을 정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정보 및 자료를 소책자로 만들어 정보

제공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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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테이크(Intake)
의뢰, 자발적 방문, 아웃리치(outreach) 등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와 초기 접촉
이 이루어지면,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장인협․우국희, 2001. p. 140). 이러한 과정을 인테이크(intake)라고 하며,
인테이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있다.

⑴ 자료수집 및 인테이크 양식(intake sheet) 작성
인테이크(intake)는

정확한

사정(assessment)을

위해

면접상담,

가정방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며 , 자료를 수집하고 ,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 개인 및 가족구성원의 환경 등 개인차원의 자료수집과 사회복지사의
보호계획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제시되는 양식을 사회복지사가
직접 기술하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다양한
욕구를 폐쇄형으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본 양식을 폐쇄형으로 전환하여 활용해도 무관하다.

① 개인차원의 자료수집
개인차원의 자료수집은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성격,
클라이언트의 능력, 공식적․비공식지원체계 등에 대한 사실(fact)을 상술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인테이크 양식(intake sheet)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개인사정의 차원을 가족 및 구성원, 사회적 상황,
욕구 및 반응 등으로 구분하여 양식을 제시하고, 양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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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가족 및 구성원

㈎ 클라이언트 및 가족구성원
클라이언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가족관계, 공공부조 관계, 주소 및 전화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다. 이를

㉠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성별, 직업, 종교,

위해 사회복지사는

학력, 동거여부(거주지, 별거시 사유), 기타,〕 ㉡ 클라이언트의 공공부조대상자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표 Ⅳ-1> 클라이언트 및 가족구성원 양식사용 예시
김 ○

대상자명

○

아동․청소년( ● ),
대상자
분

류

소

노인(

),

개신교
장애인(

의료보호1종(

), 2종(

주민번호

920900 - 1000000

) 가족구성형태(한부모 확대가족)

일반수급( ), 조건부수급( ), 자활특례(
의료보장

주

종 교

) ,차상위(

), 저소득(●), 일반(

), 직장의료보험(

)

), 지역의료보험(●)

서울시 ○○구 ○○동 ○○연립 ○○○호
02 - 2000 - 0000

전화번호

의뢰경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본인

김○○

92. 09. 00

족

모

신○○

65. 10. 00

사

제

김○○

94. 05. 00

조부

김○○

29. 03. 00

동거

중식대상자

조모

이○○

29. 10. 00

동거

수전증

가

직업

○○복음병원 의료사회사업가

종교

동거여부

비고

개신교

동거

정신장애2급

공공근로

개신교

동거

중1중퇴

개신교

동거

항

▣ 양식작성방법
- 대상자명은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를 기록하는 것으로 세대주
와는 구별된다. 사례관리의 주 대상자는 가족구성원 중 가장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사례관리 주 대상으로 한다.(세대주가 항상 사례관리의 주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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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즉, 사회적 약자로 인정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사례관리 주 대상을 구분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구성원들의 변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대상자분류는 주 클라이언트의 분류를 표시하고, 클라이언트의 법정관리
정도 및 의료보호에 대하여 기록한다.

- 의뢰경위는 클라이언트를 발견한 경위와 과정을 기록한다. 예를 들어
구청으로부터 수급권자 명단을 받아 인테이크(intake)를 실시하였으면

‘구청의뢰-수급권명단’으로 기록한다.
- 가족사항은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뿐만 아니라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기록한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가족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 스크리닝(screening) 판정 및 사유
스크리닝은 접수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
대상자로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본 양식은 인테이크 양식(intake sheet)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활용해도 무방할 것임)

<표 Ⅳ-2> 스크리닝 판정 및 사유 양식사용 예시
판정결과

판정사유

(●) 잠재적대상 , (

)Refer대상 , (

)정보제공대상 , (

)서비스거부 ,(

)종결

본 대상자는 정신장애2급 청소년으로 한부모 확대가족이며,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로 판정함..

▣ 양식작성 방법
- 인테이크 양식(intake sheet)에 스크리닝(screening) 판정내용을 기록하
는 이유는 스크리닝(screening) 과정에 대한 별도의 기록지가 없고, 잠재적
대상 이외의 다른 결과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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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크리닝(screening)결과 잠재적대상 이외의 대상으로 판정이 되면

㈏번까지의 항목만 기록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색인목록으로 관리하면 된다.
- 판정결과는 클라이언트와의 간단한 면담을 통해 각 기관의 스크리닝
(screening)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잠재적대상자”로 하고 그 이외의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는 필요한 조치에
맞게 체크하면 된다.

- 판정사유는 모든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결과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기록하면 된다.

㈐ 가계도 및 생태도
가계도 및 생태도는 가족 구성원들간의 상호 관계를 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 클라이언트 및 가족 구성원의 생활사(Life History)〔출생지, 성장과정,
결혼관계(History),

직업관계(History),

가족관계(History),

세대주의

생활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기타〕 ㉡ 친척과의 관계〔친화정도, 왕래정도, 원조
관계, 기타〕 ㉢ 형제(자매)와의 관계(별거)〔형제의 수, 거주지, 연락되는
형제유무, 왕래정도, 친화정도, 원조관계, 기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표 Ⅳ-1-3> 가계도 및 생태도 양식사용 예시
가

계

도

생

노인정

1929.출생

태

도
친 척

친 구

1929.출생

이 웃

조모

조부
복지관

1996.사망

1965.출생

교 회

모

CT
교 회

동사무소

동생

CT
1992.출생

병 원
1994.출생

신부님
PC방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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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도 작성 방법
- 가계도(Genogram)란 3세대 이상에 걸친 가족성원에 관한 정보와 그들간의
관계를 도표로 기록하는 것으로 가족에 관한 정보가 도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가족유형의 형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가계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세대를 통해 내려오는 문제가 있는 감정이나 행동의 패턴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 가계도는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작성하며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가족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가계도는 작성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작성 범위는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위로 1대, 아래로 1대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단 조손 가정일 경우에는
구성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가계도 그리는 방법
∙남자는 □ 여자는 ○으로 표현한다.
∙결혼관계는 선반받이(

) 모양의 선으로 표현한다. 실선이면 기혼을,

점선이면 미혼을 나타낸다.

∙선반받이 모양의 선 아래로 뻗어 나온 선은 임신이나 자손을 나타낸다.
∙별거는 사선 1개(/)로(

) 표현한다. 이혼은 사선 2개(//)로 표현하되

관계를 나타나내는 선을 끊어지게(

) 한다.

∙임신과 출산은 첫아이에서부터 막내까지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배열한다. 유산은 □, ○ 없이 X를 표시하며, 임신중인 태아는 △으로
표현한다.

∙사망은 □, ○ 안에 X를 표기함으로써 나타낸다.
∙사람의 이름과 출생일, 결혼(m), 별거(s), 이혼(d) 날짜는 각 상징과 나란히
표기한다.

▣ 생태도 작성 방법
- 생태도(Eco-map)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환경 내 다양한
체계들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사용하는 많은 상호적인 기법들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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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 완성된 생태도는 가족이 각각의 체계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지지는 물론 가족 환경의 중요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준다.

- 생태도 그리는 방법
∙가계도에서와

마찬가지로 ,

사각 (□)이나

원 (○)은

일차적

사회체계

(예:가구)의 성원을 나타낸다. 이들 성원들은 종이의 한 가운데에 큰 원으로
그려 넣는다.

∙가족이나 가족성원들과 상호작용 하는 중요한 다른 사회체계를 확인하고
이들 또한 원으로 그려 넣는다.

∙확인된 사회체계들간의 관계의 특징은 선으로 표시한다. 실선(―)은 강한
관계(보통은 긍정적 관계)를, 점선(---)은 약한 관계를, 그리고 해치 모양의
선(+++)은 긴장된 관계 혹은 갈등 관계를 나타낸다. 화살표(→)는 체계간
에너지 혹은 자원의 흐름의 방향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선들은 가족성원들간의 에너지 교환의 특성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마이너스(±) 부호는 관계를 나타내는
선에 인접해 표시하는데, 이들은 해당 관계가 에너지를 향상시키는 관계인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인지 혹은 에너지 투입과 보상의 균형을 이루는
관계인지를 나타낸다.

㈑ 개인력 / 가족력
클라이언트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는 것으로 가계도 및
생태도를 위해 파악된 자료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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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개인력 및 가족력 양식사용 예시
1) 개인력
클라이언트는 초등학교 졸업 후 2006년 중학교 2학년 때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여 학교를
중퇴함. 초등학교시절 성적은 하위권이었고, 친구 사귀는 방법을 몰라서 친구들을 귀찮게
하여 친구가 없고 친구들이 클라이언트를 싫어했음.
특히, 중학교 때 클라이언트의 도시락이나 옷차림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집을 나가면 들어오지 않고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식당에서 돈을 훔치려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음.
정신분열 발병이후 김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법원에서 소환장이 발부되어 청소년
보호관찰소에서 1개월 정도 있었던 경험이 있고, 관찰소를 나온 후 한 달 정도 약을
복용하가다 중단하고 식사도 안하며 집에 누워만 있어 ○○복음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음.
이후 병세의 호전에 따라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동생을 괴롭히는 행동을 함. 클라이언트를 의뢰 받았을 때 병원에 입원 중이었음.
2) 가족력
클라이언트의 모는 전라도 순창 출생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회사원이던 클라이언트의
부를 만나 1985년에 결혼하였음. 결혼 후 클라이언트와 동생을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하던
중 1993년 남편이 위암판정을 받아 남편과 함께 과일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1996년 남편이 사망하였음. 남편 사망 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1997년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자녀들의 양육문제로 당진에 계시던 시부모님이 상경하셔서 지금
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음. 현재 클라이언트의 모는 교통사고 이후 특별한 기술이 없어
공공근로와 가정 내 부업(리본제작)을 하고 있음.
조부는 가족에 대해 무관심하시며 음주 후 주정을 심하게 하고, 조모는 말씀이 없고
애정표현을 거의 안하며, 손주들에게 밥도 챙겨주지 않음. 조부모님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생활비도 따로 쓰고, 심지어 냉장고의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정도임.
클라이언트의 동생은 중학교 입학 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에 가기 싫다고
자퇴하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PC방을 다니고 있으면서 비용마련을 위한
도벽이 심한 상태임.

▣ 양식작성 방법
- 개인력은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life history를 기록하는 것으로 출생,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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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건강, 직업, 결혼, 질병 등을 시차순으로 기록한다.

- 가족력은 클라이언트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의 life history를 기록하는
것으로 가족 구성원 개개인별로 기록하며, 방법은 개인력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 자녀양육(자녀가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자녀인 경우)〔자녀양육, 훈육, 교육에 대한 부모의
스타일, 규율의 일관성, 자녀의 학업 성취 및 의욕, 자녀의 학교 및 가정의
적응력, 자녀의 일탈행동 경력, 집에 친구들이 자주 오는가?(방문, 전화, 외출 등)

㉡ 가정통합과 관련하여 가족구성원의 식사습관〔시간, 대화정도, 기타, 가족
구성원간의 대화정도, 가족구성원의 여가(취미)활용(개인 또는 가족전체),
가족원중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사람,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충실성, 가족의
희생양〕 등의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표 Ⅳ-1-5>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양식사용 예시
(가족 및 사회적관계)

클라이언트 모와 조부모님은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양육에 무관심과 섭섭함 등으로
한지붕 두가족의 형태로 생활하고 있고, 클라이언트와 동생의 학교중퇴 후 자녀양육
의 어려움으로 심리적인 갈등관계에 있음.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가족은 친가 및 외가와 거의 교류가 없으며 가끔씩 집에 오는
큰아버지는 모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혼자서 합의하여 받은 후 전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음주 후 주정을 하여 매우 나쁜 관계로 있음.

▣ 양식작성 방법
- 클라이언트와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및 태도,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및
태도를 기록한다.

- 갈등, 친밀, 협조, 지원 등의 관계를 경제적, 심리․정서적인 분야로 구분하
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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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사회적상황

㈎ 경제상황
클라이언트 및 가족 구성원의 경제력 및 잠재능력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 재정상태〔가족구성원 개별(전체)수입 및 개별(전체)지출, 부채 및 사유,
상환계획, 사적부조 및 공공부조, 기타〕 및 ㉡ 고용관계는 가족원 개별의
고용상태〔직업 및 고용의 일관성「직업, 근무형태(정기or비정기, 시간 등),
현 직업 시작년도(월)」, 직업능력(기술정도)「자격증 소지여부, 기술 및 장
기, 대인관계(성격)」, 직업의 만족도, 보수, 기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표 Ⅳ-1-6> 경제상황 양식사용 예시
(수입/생활비/저축/부채 /법정기준 등)
1) 수입 : 월 평균50만원(클라이언트 모 - 공공근로30만원, 부업20만원)
경제상황

2) 지출 : 월 평균 50만원(생활비 41만원, 자녀용돈 5만원, 의료비 3만원)
3) 부채 : 없음
4) 법정기준 : 저소득 가정

▣ 양식작성 방법
-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구성원들의 전체 수입 및 지출을
기록한다.

- 수입에는 법정기준(수급권자 등)에 의해 매월 지급되는 공공부조금 및
사적부조도 포함한다.

- 지출에는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되는(이자 등) 금액을
포함하지만 부채는 지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기록한다.

- 수입과 지출을 기록할 때에는 가족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 법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구분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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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상황
클라이언트의 주거환경 및 시설에 대한 기록으로 이를 위해 ㉠ 주택 및 주
거〔주택유형 - 아파트(평수), 단독(평수), 다세대(평수), 연립(평수), 기타 / 주
거형태 - 노후상태, 층수, 위치(몇 번째 집 등), 기타 / 주택소유 - 소유자, 전
세(금액), 월세(금액), 자가(시가), 무료거주, 임대(금액), 기타 / 주택의 구조 방수, 거실, 화장실, 수도, 기타 / 조명 및 환기 상태 : 창문의 수 및 위치, 통
풍, 채광, 기타(방충,방한) / 급수상태 - 수돗물 사용상태, 냉․온수 사용, 배수상
태, 싱크대, 기타 / 보일러 상태 - 종류(기름, 가스, 연탄, 기타), 노후상태(설치
년도), 난방비용, 기타 / 위생상태 - 도배, 장판, 청결상태(부엌, 화장실등), 정
리상태, 해충, 기타〕,

㉡ 가정물품〔문화환경 - TV, 인터넷, 신문잡지, 기타 /

가정물품 -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전기밥솥, 기타〕,

㉢ 잠자리 및 사용공

간〔구성원의 사용공간 / 가족 구성원의 잠자리 배치, 기타〕등의 자료를 수집
하여야 한다.

<표 Ⅳ-1-7> 주거상황 양식사용 예시
(주택소유현황 /주거형태 /방 /화장실 /난방종류 /채광 /환기 등 )
1) 주택소유현황 : 24평 연립 1층(자가), 방 3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

주거상황

2) 주거환경 : 낡고 노후된 24평 연립으로 집이 어둡고 정리정돈이 되

어 있지 않으며, 오래되고 고장난 가구들이 많음. 난방은 도시가스
이나 가계비 지출 절감을 위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침대위에 전기
장판을 깔고 난방을 하여 식구들이 추위에 익숙한 반응을 나타냄.

▣ 양식작성 방법
- 주택소유현황은 자가, 전세, 월세, 무료임대, 무허가 등의 현황을 기록하고
재산가액 및 면적 등을 기록한다.

- 주거환경은 주거시설의 노후관계, 보일러, 도배, 장판, 환기, 편의시설, 위
생상태, 부엌, 화장실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해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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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황
클라이언트 및 가족 구성원들의 장애, 건강 및 병력, 치료과정 등에 대한
기술로 이를 위해 ㉠ 클라이언트의 건강상태〔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병력
및 조치상태, 영양상태, 기타〕 및

㉡ 가족 구성원의 건강상태〔신체적․정신

적 건강상태, 병력 및 조치상태, 영양상태, 기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표 Ⅳ-1-8> 건강상황 양식사용 예시
(장애 /병력 /진단 및 치료여부 등 )
1) 장애 : 정신장애 2급
2) 병력/ 치료여부 : 2001년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여 김포소재 병원에서

건강상황

6개월, 2003년 병세의 악화로 남양주 소재 ○○병원 6개월 입원한

경력이 있음.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환청과 망상이 심했지만 퇴원
후에는 거의 없어졌고, 거리상의 문제로 자원봉사자가 약을 타다 전
해주고 있음.

▣ 양식작성 방법
- 클라이언트의 장애의 종류와 장애급수를 기록한다. 가족 구성원의 장애에
관해서도 구성원별로 기록한다.

- 질병정도는 질병의 종류와 병력, 질병의 심각성, 현재 조치사항, 향후
예상되는 질병의 추이 등을 기록한다. 가족 구성원의 질병에 관해서도
기록한다.

㈑ 사회심리적 상황
클라이언트의 생활상태 및 정서적인 상태를 기술하는 것으로 면접상담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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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사회심리적상황 양식사용 예시
(생활상태 /심리 ․정서적인상태 등 )
1) 생활상태 : 퇴원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동생을 괴롭히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생활하고 있음.
사회심리적
상황

2) 사회적 관계망 : 공식지원체계로 병원과 모의 취로사업이 전부이며

비공식지원체계로 교회와 가족 및 가끔 만나는 친구정도가 있음
3) 심리․정서적 상태 : 학교 자퇴이후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자신의 신변처리에도 관심이
없고 의욕상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함. 외부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많음.

▣ 양식작성 방법
- 생활상태는 동거가족의 유, 무에 관한 기록이다.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그 구성원들이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는지, 또는 클라이언트의
보호가 필요한 구성원인지와 동거가족과의 정서적인 관계를 기록한다.

- 심리․정서적 상태는 클라이언트 또는 구성원들의 심리 및 정서 상태의 불안
정도를 기록한다.

㈒ 자원활용 상황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비공식적인 자원과 공식적인 자원을 기술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 이웃과의 왕래〔누구와 교류, 방문빈도, 교류내용 등〕 ㉡ 이웃과의
친화력〔우호적인 이웃, 적대적인 이웃 등〕 ㉢ 사회적 관계〔지역내 시설의
이용(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 등), 종교활동(종교유무, 참여주기, 교인들과의
관계 등), 사회활동(친목회, 동우회, 자원봉사 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시된 양식에는 공식지원체계와 비공식지원체계의 종류와 연계정도,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등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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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0> 자원활용상황 양식사용 예시
공식적 자원

비공식적 자원
교회와 이웃으로부터 생활정보나 비정기

없음

적인 원조를 받고 있음.

㈓ 일상생활 능력(ADL, IADL)
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 능력을 기술하는 것으로 ADL 및 IADL척도(부록 참조)를
활용하여 기록한다.

<표 Ⅳ-1-11> 일상생활능력 양식사용 예시
(일상생활능력 )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정신장애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
해 자발적인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외부와 관련된 교통수단 이용
과 병원 이용 등의 행동수행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다 ) 욕구 및 반응

㈎ 대상자의 욕구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기술하는 것으로 소득에 관련한 욕구, 주택 및 주거환경에
관련한 욕구, 고용 및 직업에 관련한 욕구, 건강에 관련한 욕구, 정신보건과
관련한 욕구,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 여가활용 및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 일상생활의 활동에 관한 욕구, 이동 및 교통수단과 관련한 욕구, 법률에
관련된 욕구, 본인 및 구성원의 교육(학습)에 관련된 욕구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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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2> 대상자의 욕구 양식사용 예시
(대상자의 욕구 )
1) 경제적 욕구
가족의 소득이 월 50만원정도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인 상황에서 경제적 수입에
대한 욕구는 크지 않음. 클라이언트의 모는 자신 명의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 있고, 특별히 지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수입에 맞게 생활하고 있다고 함.
2) 의료․건강 욕구
클라이언트가 정신분열증 발병이후 의욕상실과 사회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갖고 있어
클라이언트의 회복을 위한 의료욕구를 강하게 원하고 있음.
3) 심리․사회적 욕구
클라이언트 동생의 과도한 컴퓨터 중독과 도벽의 비행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며,
자녀들이 중단한 학업의 지속에 대한 욕구가 있음.
4) 기타 욕구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도움이 되지 못하여 모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부
모가 다른 친척집으로의 이주 욕구를 보임.

▣ 양식작성 방법
-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 서비스로 요청하거나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욕구를
기록한다.

- 욕구를 기록할 때에는 1) 경제적 욕구, 2) 의료․건강 욕구, 3) 심리․사회적
욕구, 4) 기타 욕구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 대상자의 태도와 반응 및 사회복지사의 의견
면담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태도 및 반응과 사회복지사의 면담과정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는 것으로 면담과정에서 주의 깊게 클라이언트를 관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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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3> 대상자의 태도와 반응 및 사회복지사의 의견 양식사용 예시
1) 반응 및 태도

클라이언트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정의 기복이 심했으며 상담에 소극
적이었고 타인에 대해 기피하는 태도를 보였음
2) 사회복지사의 의견

클라이언트가 감정조절을 위해서 진료를 통한 약물 투여가 필요한 상태이나 병원
과의 거리상의 문제로 진찰없이 자원봉사자가 갔다 주는 약을 복용하고 있어 인근
지역의 병원과 연계가 필요하며, 자신의 신변처리와 사회적응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양식작성 방법
- 면접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반응 및 태도를 기록한다.
- 클라이언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기록한다.
② 보호차원의 자료수집
보호차원의 자료수집은 클라이언트 욕구와 성격, 능력, 공식적․비공식지원체계
등에 대한 사실(fact)과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종합하여 사회복지사가 주요문제를
규명하고 그 문제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 주요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욕구와 문제, 사회복지사가 도출한 문제를 포함한다.

<표 Ⅳ-1-14> 보호사정차원 양식사용 예시
문제 및 욕구

서비스 계획

클라이언트의 무기력

의료기관과의 연계

동생의 컴퓨터 중독과 도벽

일대일 상담과 복지관 컴퓨터 활동을 통한 개입

클라이언트와 동생의 학업

상담과 집단활동을 통해 학업의 동기부여 후 학교연계

조부모와의 갈등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과 가족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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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영역별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에 대하여 보호 및 개입계획을
수립한다.

⑵ 인테이크(intake)의 기술
인테이크를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와 이웃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자는 클라
이언트 및 가족구성원들과 면접상담을 실시하고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수집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이웃, 주변인, 친구, 친척 등을 만나기도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 및 가족구성원의 공식적․비공식적 자원활용을 확인하기 위해 공공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기도 한다.
이렇듯 사례관리자는 인테이크(intake) 자료 수집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면접과 가정방문에 대한 기술(skills)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① 면접 (Interview)에 의한 자료수집
면접이라 함은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적합한 대상자
인지를 확인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상담을 말한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면접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면접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면접은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클라이언트의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태도, 자세, 표정 등도
자세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면접은 사례관리 기관 또는 클라이언트의 집에서 진행
되는 경우가 많으나 때에 따라서 제3의 장소에서 면접이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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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접을 위한 사례관리기관의 준비
사례관리기관에서는 원활한 면접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비밀이 보장될 수 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방해받지 않고 면접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상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면접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하거나, 면접자에 대한 윤리의식 및
비밀보장의 원칙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례관리자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사례관리자의 면접기술
-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 정보와 배경을 검토하고,
면접을 위한 장소 및 장애요인을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면접
일정을 정하고 클라이언트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 면접이 시작되면 먼저 사례관리자를 소개(성명, 소속, 직위 등)하고, 클라
이언트 및 동행인에 대한 소개를 요청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한다. 이때
클라이언트나 동행인의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상담실에서 사례관리자는 출입문 쪽에 자리를 잡아 위험상황 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례관리자는 면접을 하기 전에 미리 질문내용을 준비하여야하며, 면접
시작 시 기록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면접의 목적을 설명한다. 면접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적절한 기대를 가지도록하고 불필요한 혼동이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 기관의 정책 및 윤리적 요건, 기관의 서비스 수혜자격과 요건, 절차, 후속
조치 등을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한다.
- 질문은 6하 원칙에 의해 명확하게 진행하며, 개방형∙폐쇄형 질문을 적절
하게 활용한다.
- 경청은 면접의 기본적인 태도이며,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이해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실제적인 노력이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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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사례관리자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료화하기, 바꾸어 말하기 등의 기법을 활용하며 클라이언트와
피드백(feedback)을 주고받는다.
- 사례관리자는 면접의 목적 및 초점을 유지하기 위해 촉구, 탐색, 침묵 등의
기법을 활용한다.
-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욕구를 분명하게 밝히기 전에 사례관리자가 먼저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시하지 않는다. 단,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인
경우에는 제공 가능한 일부(보편적인) 서비스를 먼저 제시하여 클라이언트의
적극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면접을 진행하면서 클라이언트의 현 상황에 대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 클라이언트와 상담을 할 때 상담내용에 대한 기록 또는 녹취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클라이언트에게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기록과 녹취 없이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면접시 피해야할 질문
-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일정한 방향으로의 응답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은
피하여야 한다.
- ‘왜’라는 질문을 피한다. 이런 질문은 책임을 추궁하거나 몰아세우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 보다는 ‘어떻게’ ‘무엇이 ’‘어디서’ ‘언제’ 등의
의문 부사를 사용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방어적 자세를 예방하고 심판
받는 느낌을 감소시키며 보다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
- 한 질문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의 질문이 섞여있는 중첩 질문을 피한다.
이런 경우 질문의 순서대로 응답하기 보다는 대답하기 편한 것에 응답하기
때문에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다.
- 모호한 질문을 피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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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면접상황
- 클라이언트들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방어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클라이언트의 공공기관 원조관계를 미리 파악해 두면 도움이
된다. 아울러 가계의 지출 규모를 파악하면 역으로 수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수입보다는 지출 내역을 자세히 말하여
도움을 받고자하는 경향이 있다)
- 클라이언트가 재정적인 지원만을 원하고 다른 서비스 및 개입에 대해 거부할
경우에는 우선 기관의 사례관리 방침과 클라이언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내용은 향후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임을 말하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경우 클라이언트가 해야
할 역할과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있으며 이에 대해 클라이
언트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 원조를 받기 위한 정보 이외 다른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정보를 얻으려 하지 말고 면접을 종료시킨다. 이때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말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음에 공감을 표시한다.
아울러 부족한 정보로 인해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적이거나 제공되지 못
할 수 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부족한 정보는 향후 개입하면서 파악
하는 것도 방법임)
- 클라이언트가 원조를 받기 위해 거짓으로 면접에 임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례관리자는 면접 자리에서 그 생각을 말하지 말고 면접을 마무리
하도록 한다. 이때 사례관리자는 오늘 면접만으로 정보가 부족하여 향후
추가로 면접을 진행할 계획임을 말하고 면접을 마무리 한다. 면접이 끝난
이후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다음 면접에
대비하여야 한다.
-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클라이언트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원조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경우(또는 이전 국가에 봉사했던 사실을 근거로..., 등)
에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정책의 방향, 서비스 제공의 기준 및 형평성 등에

96 Seoul Welfare Foundation

Ⅳ. 사례관리 실천

대해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욕구에 대해 상담하고 우리 기관으로 서비스를 의뢰
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면접을 마무리 한다. 향후 공공기관
으로부터 의뢰서가 접수 되면 공공기관에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
기관의 서비스 제공 기준에 부합하면 다시 면접을 진행하면 된다.
- 클라이언트가 면담도중 사례관리자를 행동이나 언어로 협박을 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사례관리자가 같이 흥분을
한다거나 위축되어 면접을 그르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위가 어느 정도 잦아지면 그 상황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하고
일단 면접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언어적인 협박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에는 면접을 강제로 중단하고
상급자 등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도록 한다.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자를
협박하는 것은 사례관리자에게 위협을 가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하는
의도로서 이에 굴복하면 그 클라이언트는 협박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관에서 다양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의 협박이
중단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면접 도중 클라이언트가 눈물을 보일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지 등
을 준비하여 눈물을 닦도록 하고, 클라이언트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 까지
기다렸다가 그 상황에 대해 클라이언트를 지지해주고 면담을 지속한다.
비록 클라이언트의 눈물이 감정이 복받쳐서가 아니라 동정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 할지라도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클라이언트가 음주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면접에 임할 경우에는 클라
이언트에게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면접도 할 수가 없음을 말하고
면접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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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정방문에 의한 자료수집

클라이언트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가정방문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사례관리자는 가정방문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주거환경 및
위생상태, 잠자리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주변 이웃과도
접촉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지역 내에서의 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
방문 시 클라이언트의 신체적인 조건을 고려한 환경의 동선이나 시설 등을 주의
깊게 파악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의 가정방문을
할 때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이 가정방문을 실시하되, 여건상 2인이 같이 동행
하기 어렵다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연락을 취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가) 가정방문을 위한 준비
사례관리자는 가정방문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클라이언트와 약속을 정하고
가정방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에 가정방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전
클라이언트에게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방문 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정방문은 클라이언트의 주거환경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이웃과의 관계 등 클라이언트의 주변 환경까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이웃 및 근처의 가게 등에 들러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 수집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며, 필요할 경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나) 가정방문 거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인테이크(intake)를 하다보면 클라이언트가 가정방문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정방문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클라이
언트의 사유는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살아 번거롭게 하기 싫고 미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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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집이 너무 누추하여......,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주거상황을 보고나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까봐...., 등 다양하다.
가정방문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클라이언트에게 사례관리자는 가정방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여 가정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방문을 거부하면서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주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도록 한다.

사 례
클라이언트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사회복지관에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였음.
인테이크(intake)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현재 다른 집에 얹혀살고 있어
가정방문을 하게 되면 집 주인을 번거롭게 하게 될 것 같아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할지라도 가정방문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사례관리자는
가정방문을 포기한 채 클라이언트와 면담을 실시하여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동주민센터 담당 사회복지사를 만나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공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클라이언트 거주지 인근의 지역주민을 만나 정보를
확인하여 사례회의를 실시하였다. 사례회의 결과 가정방문을 실시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클라이언트가 거짓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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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이크(intake) 주요TIP
Summary
◦ 인테이크(intake)는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정확한 사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면접, 가정방문, 이웃 및 친척 면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전문가 면담 등을 활용하며, 수집된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충조사를 실시한다.
◦ 인테이크(intake) 과정에서 가정방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클라이언트가 거부하거나 꺼릴 경우 무조건 가정방문을 고집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사례관리기관의역할
◦ 인테이크(intake) 절차 및 방법, 양식 작성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례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
◦ 사용할 양식을 사례관리 기관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사례관리자의 역할
◦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
◦ 면접기술에 대한 학습을 충분히 하고, 면접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 시킨다.
◦ 다양한 방법에 의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집된 정보를 잘 메모하여 정리하도록 하고, 정보가 부족할

경우 추가로 확인한다.
◦ 기록을 할 때에는 문맥이 잘 연결되어야 하며, 명칭과 기간

등은 숫자를 활용하여 명확하게 기록한다. (예, 클라이언트는
5년 전 가을에 다리 수술을 하였음. → 클라이언트는 2005년
9월경 다리 관절염 수술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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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정
사정 (assessment)은

접수과정에서

수집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클라이언트가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결정은 서비스의 계획과 개입에 연결되어야 한다.
사정은 보통 사례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사례회의에서는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자료와 사정도구틀을 활용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및 개입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1) 사례회의
사례회의(case-conference)는 사정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보호서비스 및 개입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사례회의는 사정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사회복지사, 팀원 및 관련 사회복지사, 슈퍼바이저가 모두 참석하여
담당 사회복지사가 작성한 사정자료(intake sheet, 보호계획)를 토대로 해결되
어야 할 문제와 보호의 목적을 확인하고 결정한다.

• 사례회의는 Team-Approach의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와 관련한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등이 참여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복지관의 현실적인 인적구성을 감안할 때 담당 사회복지사, 팀원 및 관련
사회복지사, 슈퍼바이저 등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사례회의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욕구, 연결할
자원(기관의 보유자원 또는 연계가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하여, 개입의
정도를 결정한다.

• 사례회의에서는 해결되어야 할 클라이언트의 문제 및 보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며, 이들 욕구를 충족시킬 적절한 수단을 실제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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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회의 결과는 사회복지관 내부 행정 자료로서 별도의 양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결과보고에는 사례회의 내용, 회의결과,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
어야하며,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Ⅳ-2-1> 사례회의 결과보고 양식사용 예시
제 00회

사 례 회 의

◦참석자 : 총5명(김○○ 부장, 장○○ 팀장, 김○○, 이○○, 정○○)
◦장

소 : 회의실

◦일

시 : 2009년 00월 00일

관리
번호

성 명

연령 성별

욕구 및
문제
클라이언트
의 무기력

접근
계획

의료기관과의 연계

회의
내용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내 신경정신과 병원 및
보건소 의료 지원

조치
결과
사례회의 결
과를

1주일

후에 클라이

재가-

000

김○○

17

동생의 컴
퓨터 중독
과 도벽

일대일 상담과 복지
관 컴퓨터 활동을
통한 개입

주1회 상담과 복지관 컴퓨터
교육실을 이용하도록 연결,
컴퓨터 후원받아 지원

클라이언트
와 동생의
학업

상담과 집단활동을
통해 학업의 동기부
여 후 학교연계

학업에
분기별
진행과
안학교

조부모와의
갈등

관계개선을 위한 상
담과 가족프로그램
진행

남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1회 사회적응프로그램
주1회 상담실시 및 대
연결

언트 모에게
전달하여 동
의를 구하였
으며,

서비

스동의서를
작성한

후

계획대로 서
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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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 주요TIP
Summary
◦ 사례회의는 팀접근(Team-approach)방법으로 보다 객관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활용한다.
◦ 사례회의에는 클라이언트의 제반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사회복지관의 현실에서 이렇게
사례회의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례
회의를 할 때에는 소속 부서원 전원과 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직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반드시 사회복지관의 사례
관리 총괄 슈퍼바이저가(부장 또는 관장) 참석하도록 한다.
◦ 사례회의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 사례회의에서 사례관리의 모든 것이 다루어져야 한다.

사례관리기관의역할
◦ 사례회의에 참석하는 직원의 범위 및 논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
◦ 사례회의에 총괄 슈퍼바이저가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례회의의 절차 및 결과보고 등에 대하여 정해 놓아야 한다.

사례관리자의 역할
◦ 사례관리자는 사례회의에서 논의 될 사례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정해진 양식에 정리하여 회의
자료를 준비하도록 한다.
◦ 사례관리자는 사례회의에서 논의 된 사안에 대해 바로 조치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례회의 결과보고서에는
조치결과까지 기록이 되어야 한다.
◦ 사례회의는 클라이언트의 변화 및 문제 개입을 위한 논의뿐만

아니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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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사례
◦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팀별로 반드시 월 1회 이상 사례회의를

실시하도록 하되 그 시기는 사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례회의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초기사정, 재사정, 점검, 평가,
Conference, 종결 등이며 양식은 각각의 사안에 맞게 활용한다.
(예, 초기사정일경우에는 인테이크(intake)지, 재사정일 경우

에는 재사정기록지 등)
◦ 사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파일에도

첨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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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정도구틀
사정도구란 개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안된 측정도구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 k척도’, ‘알코올중독 자가진단’, 클라이언트의
정신적인

문제를

사정하기

위한

미국정신의학회(APA)의

‘DSM-Ⅳ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클라이언트의 사회
기능 수행의 문제를 사정하기 위한 ‘PIE(Person-in-environment)' 등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정도구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도구는 개인의 특정문
제나 어려움을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개입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사례관리에서의 사정도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형화된 사정도구를 사용하여 실
무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본 매뉴얼에서 사정도구
틀을 제시하는 이유는 지역사회보호사업의 사례관리 대상자 중 무의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무의탁 노인에게 연속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일반
적인 특징을 반영한 결과다.
따라서 무의탁노인이 아닌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등 클라이언트 이외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 사정도구틀을 활용
할 필요가 있으며, 사정도구틀의 결과 점수 활용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클라이언트의 특성 및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사례관리 기관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아울러 사정도구틀에는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영역의 점수가 95%이상(38점)일 경우에는 해당영역의 문제를
위기로 보고 개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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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사정도구틀의 활용
• 사정도구틀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점수화
하여 보다 객관적인 사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점수에 따른
결과의 활용은 사례관리 기관 및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사정도구틀은 클라이언트를 복지관의 관리 대상자로 결정할 것인지와
복지관 관리 대상자로 한다면 어떤 수준으로 개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다.

• 사정도구틀의 평가영역은 ①경제적영역, ②의료 및 건강영역, ③심리․사회적
영역, ④사회복지사의 평가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각 영역별 총점은 40점으로 동일하게 배정하여 총

160점으로 하였다.
• 각 영역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기존 복지관의 사정도구
틀에는 경제적 영역에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이미 스크리닝을 통해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경제적 영역의 변별력이 크지 않으며, 경제적 영역
이외 다른 영역의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적으로 개입방법 및
서비스를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결정하며, 각 영역별 위기 정도에 따라
개입 및 서비스의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 각각의 영역별 점수가 95%이상(38점)3)일 경우에는 해당 영역의 문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기개입’이 필요할 것
으로 본다.

• 이와 별도로 긴급개입이 필요한 경우, 먼저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며, 긴급조치 후 사례회의를 통해 개입수준을 결정할 수도 있다.

3) 본 매뉴얼에서 위기개입의 기준을 각 영역별 점수가 95%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절대
적인 기준이 아니며, 사례관리 기관 및 지역의 여건,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
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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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도구틀을 활용하여 개입의 수준을 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사정도구틀의 결과를 근거로 사례회의에서 사례관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 클라이언트의 가족 구성원이 다수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가족구성원에
대해 사정도구틀을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각각의 사정도구틀의 점수에
따라 개입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 조손가정일 경우 사정도구틀을 노인과
손자를 대상으로 2개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입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다.

⑵ 사정도구틀의 구성

① 경제영역
경제영역에서의 사정도구에 포함될 내용은 수입, 지출, 주거형태, 부채, 법정
기준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총 40점을 배정하였으며, 수입․지출․주거형태는
각각 10점을 배정하고, 부채와 법정기준은 수입과 지출에 간접적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배점을 5점씩 두었다.

㈎ 수입
; 수입은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하고, 최저생계비의 150%이
하는 일반저소득층을 포함한다.

; 수입에서의 배점기준은 수입이 적은 클라이언트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출
; 지출은 총량보다는 수입에 대비한 지출 규모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재정규
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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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의 배점기준은 지출이 많은 클라이언트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Ⅳ-2-2> 사정도구틀-경제영역 사용양식
영역

내용
수입(10)

지출(10)

경제상황(40)

주거형태(10)

부채(5)

법정기준(5)

평가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수입의 90% 이상
수입의 80% 이상
수입의 70% 이상
가건물(비닐하우스 등)
월세
무료임대
전세
자가
재산의 30% 이상
재산의 30% 이하
의료보호 1종
의료보호 2종
조건부, 특례
저소득

배점기준 평가
10
8
6
10
8
6
10
8
6
4
0
5
2
5
4
3
2

비고

㈐ 주거형태
; 주거형태는 주택의 소유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건물의 경우 소유형태는
아니지만 가장 열악한 주거상태로 분류하였다.

; 주택의 소유가 월세일 경우 현실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높은 배점을 하였다.

㈑ 부채
; 부채는 기본 재산을 기준으로 하였다.
; 준거기준을 재산의 30%로 한 이유는 실물 경제에서 부채가 재산가액의
30%를 넘을 경우 상환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이를 기준
으로 부채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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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및 동산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은
전세와 월세보증금도 포함. 동산은 현금 등의 유동재산을 포함하며, 저축액,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금액 등을 포함하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에
는 포함하지 않는다.

㈒ 법정기준
; 법정기준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공공기관에서 한번 means-test를 거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어 배점을 낮게 하였다.

; 같은 수급권자라도 정도에 따라 구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항목을
구분하였다.

② 의료 및 건강영역
의료 및 건강영역에서의 사정도구에 포함될 내용은 장애유무 , 질병정도 ,
일상생활능력(ADL)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총 40점을 배정하였으며, 특히
질병의 정도가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20점을
배정하고 다른 항목은 각 10점씩 배점을 하였다.

<표 Ⅳ-2-3> 사정도구틀-의료 및 건강영역 사용양식
영역

내용
장애유무(10)

의료 및 건강(40) 질병정도(20)

ADL(10)

평가기준
1급
2-3급
4-6급
만성질환(평생)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단기 치료가 가능한 질병
하
중
상

배점기준 평가
10
8
6
20
16
12
10
5
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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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무
; 평가기준은 장애 정도에 따라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감안하여 구분하였다.

; 중복장애 일 경우 높은 장애등급을 받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장애판별 기준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가 등급을 부여하되 비고란에

‘임의등급’이라는 표시를 한다.
㈏ 질병정도
; 클라이언트의 질병의 정도에 따라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높은 배점을 주었다.

; 각 항목별 배점의 차이를 적게 한 이유는 질병이 만성 질환이 아니라
할지라도 치료를 위해 일정한 에너지를 투입하여야 함을 전제하였으며,
질병 사항이 해결되면 다시 재 사정을 통하여 개입의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할 수 있으면 한다.

; 단기치료와 장기치료의 기준이 애매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한 상태여서 각 기관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 ADL(일상생활능력)
; 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 능력을 사정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표-Ⅳ-2-3> ADL도구를 활용한다.
③ 사회 ․심리적 영역
사회․심리영역에서의 사정도구에 포함될 내용은 생활상태, 사회관계망, 지지
체계, 심리․정서상태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총 40점을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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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 사정도구틀-사회․심리적영역 사용양식
영역

내용

평가기준
독거
생활상태(10) 보호가 필요한 동거가족
동거가족
전혀없음
비공식지원체계
사회관계망(10)
공식지원체계
심리․사회영역(40)
공식＋비공식지원체계
없음
비정기
지지체계(10)
있음
정기
매우 불안
심리․정서상태(10) 불안
안정

배점기준 평가
10
8
0
10
6
4
0
10
5
0
10
5
0

비고

㈎ 생활상태
; 동거가족의 유무가 클라이언트의 정서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보았다.

; 보호가 필요한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독거와 비슷한 배점을 두었으
며, 상호작용이 원활한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점을 하지 않았다.

㈏ 사회관계망
; 사회관계망은 공식․비공식 지원체계의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공식지원체계보다 비공식지원체계만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더 많은 배점을 하
였다.

㈐ 지지체계
; 사회적관계망은 지원체계가 있는지? 없는지? 에 대한 구분이라면 지지체
계는 이러한 지원체계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
를 들어 노인인 클라이언트에게 자녀가 3명 있다고 할 경우 비공식지원
체계는 존재하지만 이들이 거의 왕래와 지원이 없다면 지지체계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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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에 해당한다.

; 사회적관계망과 중복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지체계를 구분한 이유는 클
라이언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체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체계
와의 관계가 거의 없는 경우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
기 때문이다.

㈑ 심리․정서상태
;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매우 불안, 불
안, 안정으로 구분하였다.

; 본 항목은 사회복지사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복
지사의 감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의 평가
사회복지사의 평가는 위의 사정도구 틀에서 점검하지 못하거나 누락된 내용,
클라이언트의 주변환경 및 변수 등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배점
하도록 하여 사정도구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표 Ⅳ-2-5> 사정도구틀-사회․심리적영역 사용양식
영역

내용

사회복지사의 평가(40)
판정결과

종합검토
총 점 /

평가기준

배점기준 평가

비고

0～40

기타의견

; 판정결과에는 총점과 사례관리 기관의 자체 기준에 의한 관리 수준을
기록한다.
; 기타의견에는 클라이언트의 관리수준을 결정하게 된 사유 및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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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주요TIP
Summary
◦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 1차 매뉴얼에서 보다 객관적인 사정을 위해 사정도구틀을

제시하여 개입의 수준을 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의 문제가 너무 다양하여
기 제시된 사정도구틀 만으로 개입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다양할 경우 결과를
활용하는데 큰 혼란이 있었다.
◦ 따라서 본 사정도구틀은 클라이언트 및 각각의 가족 구성원별

따로 적용하여 활용하고, 결과 점수에 대한 활용을 고정하지
않고 사례기관과 지역연건, 클라이언트의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정도구틀의 총점 보다는 각각의 영역 점수결과에 따라

개입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시된 사정도구틀은 참고자료로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및

욕구를 진단하고 개입의 수준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도구가
아님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사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례관리기관의역할
◦ 제시된 사정도구틀을 그대로 활용할 것인지? 또는 조정하여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실무에 활용하도록 한다.
◦ 제시된 사정도구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활용한 적절한 방법을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사정도구틀의 결과 점수의 기준이나 활용에 대한 내부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사정도구틀의 활용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의 수준을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제공 및 개입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
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Seoul Welfare Foundation 113

지역사회보호사업

사례관리자의 역할
◦ 제시된 사정도구틀은 사례 개입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되

절대적인 척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 클라이언트 및 가족 구성원에게 특정문제가 심각할 경우 이를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특정문제 해결을 위한 위기개입을
실시하도록 한다.
◦ 클라이언트 및 가족 구성원의 특정문제에 대해서는 그 특정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별도의 사정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즉, 특정문제에 노출된 클라이언트에 대해 사정도구틀의 총점과

관계없이 위기개입 대상자로 분류하고, 특정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자원 개발과 연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정도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의 긴급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자료임에는 틀림없으나 절대적이지 않음을 항상 인지
하고 대처하여야 한다.

실천사례
◦ 제시된 사정도구틀을 기관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표와

점수 등을 조정하고, 결과점수의 활용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 클라이언트의 특정문제에 대한 사정은 문제 특성에 맞는

사정도구를 별도로 활용하여 사정하고, 특정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위기개입을 실시한다. 위기개입 결과 문제가 해결되
었을 경우 일반 사례로 관리하거나 종결한다.
◦ 사례의 개입수준은 사정도구틀을 준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도구틀과 인테이크(intake) 결과를 근거로 사례회의를
통하여 개입의 수준을 결정한다.
◦ 특정문제를 사정하기 위한 다양한 사정도구들을 개발하여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 사례관리자는 문제나 욕구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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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요기간
사례회의를 통하여 비로소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제공 및 보호개입을 결정
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최대 소요기간을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발견부터 사정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연결이
시기를 놓치거나, 클라이언트와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사회복지관 및 사회
복지사의 전문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 기간이 필요하다.
3일 이내

7-14일 이내

접수 스크리닝 인테이크(intake)(자료수집)

7-14일 이내

7일 이내

사정(서비스 및 보호계획 CT에게 통보) 계획 및 계약(동의)

개입

[그림 Ⅳ-2-1] 접수에서 개입까지의 최대 소요기간(예시)
◦ 스크리닝(자격요건) : 클라이언트가 의뢰된 지 최소 3일 이내에 결정하여
클라이언트에게 통보한다.

◦ 인테이크(intake) : 사정을 위한 자료수집은 스크리닝을 통해 잠재적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지 7-14일(국가기관의 민원처리 기간이 대부분

14일 임.) 이내에 면접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수집 된 자료를 정리하고(개인차원의 사정, 보호차원의 사정, 사정도구틀)
사례회의를 거쳐 서비스 및 보호개입을 최종 결정하여 클라이언트에게
통보하는 기간을 최대 7-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위기개입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접수부터 사정, 계획, 개입까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각 기관의 상황에 맞게
정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의뢰 된 클라이언트(명단)가 많아 재가복지센터의 제한된 인원으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복지관 내부 계획을 수립하여 담당 팀원
이외의 사회복지사들과 공동으로 인테이크(intake)를 실시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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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
계획(planning)은 사정에서 결정된 클라이언트의 문제, 성취 목표, 목표달성에
필요한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기타 관련된 사람들과 적절한 자원을 연결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다. 즉, 서비스와 보호 목적에 대해 실제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사정단계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며,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동의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으로 연결된다.
사정을 통하여 확인된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에 따른 결과목표와 서비스
목표를 수립한다. 서비스 계획은 확보된 자원과 확보 가능한 자원 등의 정도, 클라이
언트의 문제해결 의지, 사회복지사 및 기관의 환경 등을 고려하고, 클라이언트
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표 Ⅳ-3-1> 서비스계획 양식사용 예시
CT의 문제 및
욕구
클라이언트의
무기력

결과목표

서비스목표

본인 스스로 무엇인 정기적인 검진을 통
가를 하려는 자발적 한 무기력과 사회성
인 의욕이 증가한다.

을 향상시킨다.

동생의 컴퓨터

컴퓨터 사용시간과

컴퓨터 이용시간

중독과 도벽

도벽이 감소한다.

을 조절한다.

클라이언트와

학업에 대한 거부감 학교에 대한 관심과

동생의 학업
조부모와의
갈등

서비스실행방법
신경정신과나 보건소의 월1
회 진료연계
주1회 내방상담 진행
복지관 컴퓨터를 정해진 시
간동안 사용
컴퓨터를 후원받아 지원
분기별1회 사회적응프로그램

진행
주1회상담과 대안학교 연계
조부모와 관계개
월1회 모와 조부모상담 실시
조부모와 긍정적인
선을 위한 시간을 조부모와 가족여행이나 식사
관계가 형성된다.
의 기회 제공
갖도록 한다.
이 감소한다.

동기를 부여한다..

⇒ 클라이언트의 문제 및 욕구 : 사례회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된
욕구와 문제를 사안 별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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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목표(impact goal) : 궁극적으로 달성되기를 원하는 어떤 상태를 말
한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정
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등을 말한다.

⇒ 서비스목표(objectives) : 목표는 결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서비스의
제공 결과를 말한다. 즉, 목표 기록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결과목표가 ‘안정적인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일 경우 서비스 목표는 ‘매일 점심을 거르지 않도록 중식을 제공한다’
등으로 기록되어져야 하며, ‘무료급식서비스’ 또는 ‘밑반찬제공서비스’
등과 같이 수단이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서비스실행방법 : 목표달성을 위해 제공되어지는 수단을 기록한다. 서비스
목표는 ‘매일 점심을 거르지 않도록 중식을 제공한다’를 개입하기 위해

‘무료급식서비스’ 또는 ‘밑반찬제공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수단으로
연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료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할 경우 우리
기관의 급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 아닌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서비스 계획은 사정 및 재 사정을(점검, 평가)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가 변경되었거나 해결되었을 경우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점검 및 평가와 재 사정을 실시하고
서비스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클라이언트와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1년을
주기로 하는 기관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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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주요TIP
Summary
◦ 계획의 사정을 통해 결정된 서비스의 개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수단을 기록하는 과정이다.
◦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바로 서비스 제공이나 개입이 가능한

것과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등을 구분하고, 기관이나
사례관리자가 해야 할 역할과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이 해야
할 역할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사례관리기관의역할
◦ 사례계획에 대해 총괄 슈퍼바이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하여야 한다.
◦ 수립된 계획이 사정결과와의 일치여부와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계획은 서비스 및 목표가 변경될 때마다 다시 작성되어져야

한다.
◦ 항상 자원목록을 관리하도록 한다.

사례관리자의 역할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서비스 계획은

사례회의 종료 후 1주일이내에 수립이 완료되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에 있어 기관의 보유자원과 개발이 필요한 자원,

확보가 불가능한 자원 등에 대해 숙지하고 있고, 이를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 개입계획과 단기 개입계획, 위기개입을

구분하여 수립하는 것이 좋다.
◦ 수립된 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은 후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수립된 계획은 클라이언트에게 설명되어져야 하며,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 사례관리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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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사례
◦ 사례계획은 사정, 재사정, 점검, 평가 등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의 변화가 발생하면 서비스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서비스계획에는 변경될 필요가 없는 계획과 변경이
필요한 계획이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 1년에 1회 모두 사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모든 사례에

대해 서비스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 즉, 최소 1년에 1회 이상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 서비스 계획은 항상 클라이언트와 공유되어야 한다.
◦ 모든 서비스 계획은 슈퍼바이저에게 결재를 받는다.

Seoul Welfare Foundation 119

지역사회보호사업

4. 개입
개입단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계로서 이를 통해 의도하는 변화를 유발하
는 단계이다.(김융일 외, 1995 : 239)
즉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연결하며, 개입을 통하여 서비스의
획득과 활용에서의 장애를 극복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배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다.
개입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순간부터 개입이
시작된다.

1) 계약
계약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서비스 계획에 대해
사례관리기관과 클라이언트가 구두 약속, 또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계약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누가 제공할 것이며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클라이언트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지를 명시한다.
계약은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우선순위를 정하고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고, 측정과정에 합의된 방
법을 제공할 수 있다.(B.셰퍼 외/서울대사회복지실천연구회 역, 2001 : 502)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계약은 모든 사례관리 대상자와 서면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구두계약은 불안정하며, 향후 논란의 소지가 많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기관의 인적 ․ 물적 자원의 정도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응하여 계약한다.
과도한 서비스 계약은 클라이언트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자원개발을
위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①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반영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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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체적인 용어로 정의된 언어 사용할 것
③ 융통성 있는 계약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자원의 정도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계약할 것
⑤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할 것
(권진숙· 전석균, 2001 : 252~253)

2) 서비스동의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제공 및 개입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데 우리
정서상 ‘계약서’라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본 매뉴얼에서는‘서비스동의서’
라는 용어로 계약서를 대신하고자 한다.(현장에서 사용 명칭은 다르게 변경해도
무방할 것임)
본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서비스동의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서비스동의서에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클라이언트의 비밀보호
등 윤리적인 부분도 고려하여야 한다.

⑴ 서비스 종류
먼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를 명시한다. 서비스의
종류는 간략하고 명료하게 회수 등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본 양식에는 서비스
동의서 작성 당시 제공되지 않았던 서비스가 추후 재사정이나 평가를 통하여
제공될 경우 제공서비스를 수기로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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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1> 서비스동의서-서비스종류 양식사용 예시
서비스명
병원진료
상

담

사회적응
프로그램

내

용

월 1회 이상 실시
주1회 내방하여
실시
분기별1회 이상
실시

비고

서비스명

내

용

컴퓨터이용

주 6회 실시

가정방문

월 2회 이상 실시

비고

후원품 지원 명절 및 비정기 지원

⑵ 서비스의 조정 및 중단
두 번째로 서비스 조정 및 중단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다. 여기에는 중간 점검
과정이나 연말 평가시에 서비스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
이다. 또한 서비스 중단의 내용은 클라이언트에게도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알려서 서비스의 중복이나 중단의 의사가 있을 때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표 Ⅳ-4-2> 서비스동의서-서비스 조정 및 중단 양식사용 예시

서비스조정

․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절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에 어긋날 때
․ 서비스 이용자의 부적절한 서비스 요구가 있을 경우
․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맞지 않을 때

서비스중단

․
․
․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중단의 의사가 있을 경우
○○구이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을 경우
3개월 이상 연락이 끊겼을 경우
타 기관과 서비스가 중복되었을 경우

※ 서비스동의서 상에 클라이언트를 서비스 이용자로 표기한 이유는 클라

이언트 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양식으로 클라이언트의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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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및 계약
세 번째로 클라이언트의 의무를 명시하고 서비스 계약기간을 명시한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긴급한 어려움이 있을 때 복지관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계약기간은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점검 과정에서 서비스의 내용이 바뀔 경우 다시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연중
수시로 생길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서비스 시점부터 12월까지 서비스
동의서를 작성한다.
동의서 작성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동의서를
읽어보게 하고 친필로 날짜나 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우호적인 클라이언트의
경우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 시비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Ⅳ-4-3> 서비스동의서-서비스이용자의 의무 및 계약 양식사용 예시
서비스 이용자는 신상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 복지관에 알려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 동의서는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본 기관과 이○○ 님이 상호
협의한 내용이며, 매년 1월 재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문제 및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서비스 이용자와 복지관과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단, 생활에 큰 변화가 없을 시 다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년
서비스이용자 : ○ ○ ○ (인)

월

일

담당 사회복지사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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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비스동의) 주요TIP
Summary
◦ 서비스 계약은 사례관리 기관과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제공

및 개입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사례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담당 사례관리자가
계약을 진행한다.
◦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례회의에서 결정된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계획을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목적에 대해서도 클라이
언트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서비스 계약서는 매년 새로 작성하도록 하여 클라이언트가

제공되는 서비스와 조건 등에 대해 항상 숙지하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서비스 계약서의 양식과 명칭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의미는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사례관리기관의역할
◦ 사례관리 기관에서는 서비스 계약서의 양식과 활용원칙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 서비스 계약을 클라이언트와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할 것이며,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시
사례관리자의 역할과 범위도 명확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
◦ 사례관리기관의 총괄 슈퍼바이저는 서비스 계약서 작성을

확인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사례관리자의 역할
◦ 사례관리자는 최초 서비스제공 이전에 클라이언트에게 사례회의

결과 및 서비스 제공내용을 꼼꼼하게 설명하고, 기관의 역할과
클라이언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를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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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계약서는 서비스계획 수립 후 1주일이내에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위기상황으로 서비스 제공 및 개입이 시급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사례회의 후 바로 서비스 제공 및 개입을 먼저 하고
서비스 계획 및 서비스 동의서 작성은 이후에 실시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실천사례
◦ 최초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서비스 동의서를 작성하여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가 서명(날인)하고 총괄 슈퍼바이저의
확인을 득한다.
◦ 점검, 재사정, 평가 등의 과정에서 제공서비스의 조정이나

개입이 조정되었을 경우 서비스동의서를 조정 및 변경하여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하고 서명한다.
◦ 사회복지관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의 변화가 없더라도

매년 평가 이후 모든 사례에 대해 서비스 동의서를 재작성하여
제공서비스를 점검하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역할에 대해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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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입의 수준
사례관리를 진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례의 수는 기관의 자원, 세팅, 클라이
언트의 문제수준, 사례관리자의 책임범위 등에 의해서 결정되나 아직까지 구
체적인 수치로 이론화한 것은 없다.
여기서는 황성철의 이론을 기반으로 단순형, 일반형, 집중형 등 3가지 유형과
위기개입으로 구분하였으며, 사례에 따라 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고 방법,
회수 등을 결정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사례관리의 수는 행정자치부의 인력배치기준에 관한 내규에
있는 전문 사회복지사 1인 배치라는 기준(1인당 97세대)을 준용하였다. 일반적인
사회복지관의 여건에서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 업무와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관의 업무가
민간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공공부조에 비해 다양한 접근과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담당해야 하는 적합한 사례관리의
숫자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사회복지관의 여건과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케이스 숫자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각 모형에서 제시하는 담당 사례의 수는 사회복지사 1인이 단순형,
일반형, 집중형의 모든 사례를 담당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실무현장
에서 사회복지사 1인이 담당하는 전체 사례의 수를 50~65case정도를 제시하
고자 한다.

⑴ 단순형
단순형은 복지관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한다. 사례관리의
근본 목적을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자원 및 서비스와 연계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사례관리자는 주로 중재자 역할을 하며 많은 시간을 투여하지 않는다.
이때 사례관리자는 최소한 클라이언트 욕구의 인식 및 사정, 사례계획 및
서비스 연계 그리고 전달한 서비스의 효과성을 점검하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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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단순형 사례관리는 기초적인 업무로 약간의 이론을 습득한 자원봉사자나
실습생 등의 비전문가나 준전문가도 수행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3년 이상의
슈퍼바이저에 의한 엄격한 슈퍼비전이 필요하다.
단순형의 경우 사회복지사 1인이 담당하는 사례의 수는 35~45case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서비스의 점검에서도 직접 방문보다는 전화나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점검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이다.

사

례

부자가정에서 아이를 두 명 키우는 대상자가 내방하였다. 허리디스크가 있어
힘든 일을 할 수 없어 수급자로 책정되었다. 나이는 40대 중반으로 집안
살림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나 반찬을 만드는 일이 어렵다고 반찬서비스를
요청하였다. 복지관에서는 반찬서비스 대상자로 책정하여 일주일에 두 번씩
반찬을 지급하고 있다.
이 대상자의 경우 생활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아이들도 별 문제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 서비스는 주 2회 제공하고 있지만 단순형 사례로 관리
할 수 있다.

⑵ 일반형
일반형은 기본적인 지역사회와의 서비스 연계와 더불어 개별화된 조언,
상담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때문에 개별적인 서비스의 접근이 많고,
직접적인 가정방문, 현장 방문을 통하여 서비스의 점검과 상담이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사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한달에 2~3번 이상의 정도의 개입이
필요한 사례이다. 그리고 집중형의 사례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례를 말한다. 사례의 수는 10~15case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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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모자가정으로 입양한 딸이 하나 있으며 자폐증이다. 과거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딸은 장애인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약간의 감면을 받고 있다.
복지관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연결하고 있으며 모에게 부업,
취업알선 등 근로수입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푸드뱅크의
부식을 지원하고 있다.

⑶ 집중형
집중형은 경력있는 사회복지사가 담당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적인
접근을 포함하여 팀별 접근, 즉 기관의 간호사, 지역의 의사, 타 기관의 사회
복지사 등과 효과적인 서비스의 연계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례관리를 진행
하여야 한다. 때문에 많은 양의 인력, 서비스, 자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르는
행정업무의 양도 많아 질 수밖에 없어 집중형의 경우 사례의 수는 5case 미만
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 집중형 사례는 보다 장기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로 위기개입과 구분된다.

사

례

클라이언트는 부자 가정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뇌졸중으로 지체장애 1급의
부(父)를 모시고 있다. 자녀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재학중이며 과잉행동장애가
있어 복지관 방과후교실에서 보호하고 있으나 다른 아이들에 비해 학습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부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방에 가서 일할 때가 많으며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들어오는 상황이다.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부(父)에게 점심 도시락과 자녀의 치료를 위한 후원금과
석식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부(父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간호사와 사회
복지사가 자주 방문을 하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 방과후 담당 교사와 담당 사회
복지사가 개입하고 있으며 과잉행동장애의 치료를 위하여 주 1회 재활병원에서
놀이치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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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위기개입
위기개입은 클라이언트의 특정문제나 일시적인 문제에 대해 단기간 개입하여
해결하거나 호전시키기 위한 개입으로 위기 문제만 해결되면 개입에 큰 어려움이
없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이다. 클라이언트의 위기개입은 기존 사례관리자가
담당하되, 위기문제 해결을 위해 팀 접근을 시도하거나 외부의 자원을 개발
연계한다. 위기개입은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적당한 관리 사례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사례관리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례관리에서 개입의 수준을 정하는 이유는 보다 효율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에 대처하여 연속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례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사례를 반드시 관리 수준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개입하는데 모든
사례에 동일한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정해진 관리 수준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 해결 정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위기상황이나 주요욕구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에 맞는 관리 수준으로 변경하여 개입하여야 한다. 반대로 클라이언트가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관리 수준을 상향하여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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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의 수준 주요TIP
Summary
◦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 현재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의 경중과
시급성에 따라 개입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 매뉴얼에서 개입의 수준을 단순형, 일반형, 집중형 등 3단계

로의 구분과 위기개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집중형은 장기 개입을 요하는 클라이언트로 하고, 위기개입은

단기간 개입을 요하는 클라이언트로 구분한다.
◦ 사례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사례수는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개입의 수준은 변화 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
언트의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하게 된다.
◦ 개입의 수준은 사정, 점검, 재사정, 평가 등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
◦ 개입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특정 사정도구를 기준으로
결정하기에는 클라이언트의 환경적인 요소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와 주변 환경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개입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관리기관의역할
◦ 개입의 수준에 대한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기준을 정할 때 특히, 집중형이나 위기개입으로 분류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집중형이나 위기개입으로 분류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자 뿐만 아니라 기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한다.
◦ 개입의 수준에 따른 사례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담당

자별로 관리 리스트를 관리하도록 한다.
◦ 단순형으로 관리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개입이 소홀해 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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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자의 역할
◦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사례관리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뿐만

아니라 내재되어있는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
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집중형이나 위기개입 대상으로 관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단

기간 내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례관리자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집중형이나 위기개입 대상으로 관리되는 사례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개입의 수준을 일반형으로 조정하고 또 다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클라이언트를 집중형이나 위기개입
대상으로 개입수준을 조정하여 개입한다.
◦ 사례관리자는 본인이 관리하는 사례들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위기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사례관리자는 본인이 관리하는 사례의 상황에 따라 개입의

수준을 긴밀하게 조정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사례관리자의

열정과 노력이 가장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천사례
◦ 개입의 수준에 대한 기준을 현재 위기상황(경제적위기, 심리

사회적인 위기, 건강상의 위기, 관계에서의 위기 등에서 한
가지 이상)에 직면해 있는 클라이언트를 집중형으로 분류하고
(개입이 단기간인 경우 위기개입으로 분류함), 현재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많아 위기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를 일반형으로 분류하고, 그
외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서비스연계만 필요한 클라이언트
를 단순형으로 분류한다.
◦ 집중형이나 위기개입에 대한 개입은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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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주 1회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안부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클라이언트의 위기상황에
대처한다.
◦ 일반형에 대한 개입은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2주에 1회

이상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월1회이상 가정방문을 통해 면접
상담을 실시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단순형에 대한 개입은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1회이상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2개월에 1회이상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상담을 실시하여 클라이언트를 지지한다.
◦ 사례관리 리스트에 개입의 수준을 항시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개입의 수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환경
변화에 따라 개입의 수준이 변동될 수 있다.
◦ 사례관리자는 단순형, 일반형, 집중형 사례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 비율을 단순형 70%, 일반형 25%, 집중형 5%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기개입 사례는 집중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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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의 연계
클라이언트와 필요한 서비스의 연결은 사례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다.
이것은 단순한 의뢰와는 다른 것으로 클라이언트에게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
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
이 있다.
① 내부자원 연계 : 가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② 공식적 자원 연계 : 구청, 동주민센터, 지역 단체, 복지관 서비스(결연

후원, 급식, 정서서비스 등), 외부 복지기관 제공 서비스 등
③ 비공식적 자원 연계 : 교회, 이웃, 친척, 친구, 자원봉사자 등
◦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얼마만큼의 자원을 연계하

는 것이 적절 한지에 대해 정답은 없다. 단, 연계하는 자원이 클라이언트를
의존하게 만들거나 또는 필요하지 않은 자원을 제공하여 자원이 허비되는
것은 부적절한 개입이라 할 수 있다.
◦ 지역사회보호사업에서 사례관리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서비스 연계로
결연후원금을 일반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결연후원금을 연결할 경우에는
후원금이 대상자에게 어떻게 쓰여 질 예정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자에게 연결하는 후원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복지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 예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후원금의 총액이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10만원이상의 결연후원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 아동 및 청소년들의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제공되는 후원금은 5만원이상
-10만원미만으로 한다. / 생활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결연후원금은 5만원을 넘지
않는다. / 특정문제 해결(주거문제, 의료비 등)을 위해 모금(내부 또는 외부 매체)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 특정 대상자에게 후원금
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 결연후원금 지급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지급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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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물품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필요성보다는 확보된 후원물품에 따라 배분계획이
수립되고 배분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후원물품의 종류
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차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후원물품이 일상
생활용품일 경우에는 타 대상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후원물품을 배분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일괄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후원물품이 남았을 경우 방치하지 말고 다른 대상자
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원동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에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다. 또한 클라이언트
에게 유용한 지역의 자원목록은 체계화하여 작성 후 공유할 필요가 있다.
① 구청, 동주민센터 등에서 제공되는 공식적인 자원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관계 증진활동 : 정기적인 간담회, 방문을 실시하여 서비스 의뢰,
연계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역의 병원, 교회, 기업체를 찾아 적극 홍보하고 자원을 개발 : 기관의

사업소개, 목적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지역의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필요시 자원동원에 활용 :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확인하고 목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원의
목록은 자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쉽게 확인시켜준다.
이런 자원목록은 전화나 기관방문 혹은 비공식적 망에 의해서 작성된다.
자원목록은 자원의 특성, 접근방법, 제공기준, 접촉대상자 등 사례관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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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창의에 의해서 목록사항을 개발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지
역사회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이 가진 자원목록이 시기적으로 뒤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사례관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목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계속적으로 새로
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김미혜, 1999 : 83)
자원목록표에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정보는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서비스,
서비스 대상, 서비스 질, 자격요건, 필요서류, 비용, 담당자 등이 들어가야 한다.
(장인협·우국희, 2003 : 153)
<표 Ⅳ-4-4> 자원목록표 사용양식 예시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서비스
서비스대상

자격요건

필요서류

비용 담당자 비고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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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동원 및 연계 주요TIP
Summary
◦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사례관리 기관에서 이미 확보한 자원이 있는가 하면, 확보하
지 못한 자원이 존재한다.
◦ 필요하지만 확보하지 못한 자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을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자원을 연계할 때에는 연계하는 자원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자원연계와 관련하여 내부방침으로 상한선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후원금ㆍ품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 자원이라 함은 후원금ㆍ품은 물론이고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해결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말한다.

사례관리기관의역할
◦ 사례관리 기관은 자원의 개발과 분배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자원에 대한 리스트를 기관차원에서 관리한다.
◦ 부족한 자원을 확보할 때 사례관리자뿐만 아니라 기관의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확보된 자원과 확보 가능한 자원을 구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자원이 필요할 때 적시에 동원 가능하도록 한다.
◦ 확보된 자원의 총량이 많은 것보다 필요한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를 관리하여야 한다.
◦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별도의 팀을 운용할 경우 개발된 자원들에

대한 정보와 활용계획에 대해 사례관리자와 공유되어져야하며,
총괄 슈퍼바이저가 이를 조정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사례관리자의 역할
◦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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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연계하는 1차적인 책임자이다. 사례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자원개발이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 사례관리자는 자원 연계를 함에 있어 클라이언트에게 자원을

연계하는 이유와 클라이언트의 노력이나 역할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사례관리자는 연계된 자원이 목적대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되도록 개입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례관리자 개인의 노력으로 자원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팀이나 기관에 협조를 받아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은 팀이나

기관에서 알아서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님을 사례관리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실천사례
◦ 복지관에 자원개발팀을 별도로 두고 자원개발을 전담하거나,

별도의 자원개발팀은 없지만 자원개발을 위해 TFT팀을 운영하거나,
일시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여 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 확보된 자원과 확보가능한 자원에 대한 목록을 소책자로

만들어 기관 내에서 서로 공유하고 활용하고 있다.
◦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전체가 움직여 자원을

개발하거나,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원을 확보하기도
한다.
◦ 최근 들어 일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 개의 기관이 아닌 지역사회내의 모든 사회복지 기관들이
참여하여 문제해결에 개입하는 네트워크 사례관리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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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 수행시 주체별 역할
⑴ 클라이언트 및 비공식 지원체계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제공받을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욕구를 표출하여야 한다.
현재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상담에서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⑵ 서비스 제공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역할을 알려주어야 하며 서비스 계약서
작성, 서비스 점검, 계획 수정, 서비스 수행을 위한 자원동원, 다른 기관과의
서비스 조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⑶ 사례관리 기관
기관의 정책변화나 절차의 변화가 있을시 사회복지사에게 알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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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5> 보호계획의 수행에서 케이스매니저의 과업
과업수행
대상

수행하는 과업

①
②
클라이언트
③
및
④
비공식지원
⑤
체계
⑥
⑦

서비스
제공자

사례관리
기관

제공될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획득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서비스 획득을 위해 지지를 제공하거나, 책임 분담
문제의 이해, 해결방안의 추구, 변화계획의 수행, 변화의 평가 등에 관한 상담
클라이언트를 위한 특정한 과업 수행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과 직면
서비스의 감소 또는 종결을 위해 준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례관리자의 업무 소개
서비스 제공과 계약서 작성
서비스 전달 점검
서비스 수정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또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갈등 중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 동원
서비스 제공자의 실질적인 수행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원목록이나 서비스 인
명부 작성
⑧ 클라이언트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 고안
⑨ 서비스 전달에 대한 장애를 확인하고 보고 함.
⑩ 가족, 공공기관 등과 서비스 조정
①
②
③
④

필요한 경우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에게 알림
기관의 정책이나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알림
사례기록, 행정 또는 평가에 관한 필수적인 보고서를 만들고 최신보고서 수록
필요하다면 자문을 구함

7) 개입의 한계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의 어느 부분까지 개입하는 것인 적절한가?’ 에 대한
고민은 사례관리를 하는 모든 사례관리자들의 숙제일 것이다. 사례관리에 있어 개입의
범위를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개입의 우선순위 및 방법을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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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 우선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있고, 해결의지가 있는 부분에 개입한다.
◦ 서비스 제공기관의 보유자원과 동원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개입한다.
◦ 문제해결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 1차
적으로 가족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개입하고, 이도 어려울 경우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사례관리자가 개입한다.
◦ 개입의 범위를 내부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다.
◦ 사례관리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팀 접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클라이언트보다 앞서가지 말라. 클라이언트가 문제해결을 위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조금 늦더라도 클라이언트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8) 사례관리 기록
사례관리에서 기록은 사례관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하여 관리하는 것
이며, 이러한 기록들은 사례관리 과정의 사정, 서비스계획, 개입, 점검, 재사정,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기록은 사례관리 실천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다.
◦ 기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취해진 전문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근거,
본질, 결과를 기록한다.
◦ 클라이언트의 반응 및 태도에 대해 기록하고, 사례관리자의 의견은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분리하여 기록한다.
◦ 사례관리 과정 기록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반드시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사례회의 및 사례평가에 대한 기록도 빠트리지 않아야 한다.
◦ 방과후교실, 주간보호센터 등과 같이 매일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나 항상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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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거주하는 경우 기록은 관찰기록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참여하는 클라이
언트의 변화나 특이사항이 거의 없다면 월 2회 정도 관찰 기록을 실시한다.(특이
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기록한다.) 또한 매월 말에는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해 월간 관찰기록을 하도록 한다.
◦ 집단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록은 집단 내에서
구성원의 개별화에 관한 부분이다. 이때 진행되었던 집단활동의 내용도 간략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사례관리의 기록은 클라이언트의 항상 현재사항을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면 근황을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 가정봉사원 파견이 이루어질 경우 가정봉사원의 활동내용도 기록하여야 한다.
◦ 클라이언트와의 만남(공식적인 상담이든 일상적인 만남이든 모두 포함)이 있었
다면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였을 경우 모두 기록, 단, 무료
프로그램에 실적을 기록할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있는 클라이언트만 기록한다.
◦ 프로그램 안내 등 클라이언트와의 전화통화가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라면 기록
하여야 한다.
◦ 기록을 할 때에는 주 사례관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 클라이언트를
만나거나 접촉한 또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기록을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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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기록 주요TIP
Summary
◦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은 휴먼서비스에서 사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자료와 기록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에서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 사례관리에 있어 기록은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서비스 및 자원,
클라이언트와의 만남 및 면담한 내용,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서비스 내용 등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기록하여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
(사례회의, 점검, 재사정, 평가 등)과 사례관리자의 노력(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 클라이언트 주변인들의 만남 등) 또한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한다.
◦ 기록을 통해 현재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알 수 있어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클라이언트, 사례관리자
및 기관에서의 개입내용과 노력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사례관리기관의역할
◦ 기록에 대한 방법과 양식, 형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기록이 전산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기록에 대해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은 기록의 방법과 내용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록에 대해 총괄 슈퍼바이저의 결재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자의 역할
◦ 기록할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기록하는 것을 습관화하여야

한다. 기록을 미루게 되면 내용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업무가 2배 이상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당일 발생한 사안은
당일 정리하도록 한다.
◦ 기록 할 때에는 산문 쓰듯이 장황하게 기록하지 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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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 기관의 활동과 반응, 역할에
초점을 두고 기록한다.
◦ 기록은 간결하면서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 기록을 통하여 전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연계하여
무료로 진료를 받게 할 계획임을 기록하였다면, 이후의 기록
에는 반드시 클라이언트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 클라이언트와 가족구성원의 욕구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사례

관리자가 노력한 모든 과정과 결과들을 기록에 포함하여야
한다.
◦ 기록은 행정업무가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천사례
◦ 복지관에서 활용하는 전산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례관리의

기록으로 활용하고 있다.(ex. 진우정보시스템의 요보호대상자
및 상담, 기타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사례관리의 기록을 전산
으로 처리하고, 이를 매월 출력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매월 제공된 서비스 및 개입한 내용에 대한 기록에 대해 결재를

받고 슈퍼비전을 받고 있다.
◦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록은 클라이언트

및 가구 전체에 대한 기록은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각각의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기록은 가족구성원의 이름으로
각각 기록을 관리하고,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관리한다.
◦ 기록방법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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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파일정리 주요TIP
Summary
◦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한 모든 정보와 개입내용을

파일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 파일은 대상자의 명으로 하되 대상자 개개인을 하나의 클라

이언트로 보고 관리하는 방법과 대상자가 포함된 가구를
하나의 클라이언트로 보고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 관리되는 파일에는 대상자의 모든 인적사항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파일에는 대상자에게 그 동안 개입한 내용과
최근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 사례관리 파일은 사례관리를 얼마나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례관리기관의역할
◦ 사례파일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구체적인 지침)
◦ 사례파일로 정리할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사례파일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슈퍼비전을 주어야 한다.
◦ 스크리닝(screening)관련 파일 및 종결대상자 파일은 별도로

정리하여 철하고, 보관한다.

사례관리자의 역할
◦ 대상자 파일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의해 정리하도록 한다.
◦ 대상자 파일에는 대상자의 모든 정보와 최근까지 개입한 내

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철해져 있어야 한다.
◦ 사례관리 파일에 기록된 내용이 점검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자료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록은 사례관리자가 관리
사례에 대해 파악한 정보와 대상자에 대한 인식까지도 포함
되어야 한다.
◦ 매일 파일정리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가 밀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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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야 한다.
◦ 파일 정리는 행정업무가 아닌 사회복지 실천업무임을 잊어서

는 안 된다.

실천사례
◦ 대상자 파일을 정리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사례파일로

관리할 대상자에 대한 기준과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기
준을 가지고 있다.
◦ 매월 개입내용에 대해 파일을 결재하고 슈퍼비전을 실시하고

있다.
◦ 한 가구의 구성원에 대해 2개 이상의 사례관리 파일로 관리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손자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
며 복지관의 방과후교실에 다니고 있는 조손가정에 대한 사
례관리 파일은 2개로 관리한다. 하나는 지역사회보호사업에서
가구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사례관리 파일이고, 또 하나는
방과후교실에서 아동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사례관리 파일이
다. 전자는 가구 전체의 지속적인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
관리를 실시하며, 후자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
어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 종결대상자 파일 정리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매년 종결

대상자 파일을 대상자별로 정리하고 이를 하나의 파일로 묶
어 문서고에 보관한다. 향후 종결대상자가 재등록하여 서비스
를 받게 될 경우 이전 파일을 복원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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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검 및 재사정
1) 점검
점검(Monitoring)은 서비스가 실제로 계획되어 제공되는 동안 기존의 계획대
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클라이언트가 만족스러웠는지를 점검해 어
떤 변화가 필요한가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즉 서비스가 적절한가, 서비스의 질이 높은가,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
를 충족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단계이다.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클라이언
트 지원체계의 서비스 전달과 실행을 추적하고 재사정을 실시하는 과정이다.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사는 개입계획에 있어 수정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관심사나 문제의 성격, 그것을 다루는 최선책
에 있어 재론할 수 있다.

⑴ 점검의 방법들(SSI)
- 가정방문(home visiting)
- 전화통화(telephone calls)
- 편지(letters)
- 설문지 발송(questionnaires)
- 직원간·기관간의 상담(inter-staff/agency consultation)
- 관찰(observation)
이 방법들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인 접촉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적절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SSI, 1991 : 77)4)

4) SSI : Social Service Inspectorate(1985년 영국에서 사회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 설치
한 ‘사회서비스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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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점검의 내용
①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점검
㈎ 서비스의 질은 구조, 과정, 결과 차원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에게 할당된 케이스의 수,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 클라이언트의
변동률 등과 같은 행정체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 사회복지사의 개입 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 달 동안의 가정방문 회수,

사례발견에서 개입까지 걸린 시간 등을 평가한다.
㈐ 개입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있는지, 변화는 예상된 변화인지,

클라이언트가 결과에 만족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② 클라이언트에 대한 점검
㈎ 클라이언트는 목표달성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가?
㈏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욕구충족과 변화에 기여하는가?
㈐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나 문제로 계획이 수정되어야 하는가?
㈑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되어 개입이 종결되어야 하는가?
③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점검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계약, 계약이행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의 노력이 서로 보완적인지, 모든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 여부도 평가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사정과 계획을 수행한 한명의 사회복지사가 계속
사례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담당 사회복지사가 바뀌는 경우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세한 사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책임의식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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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서비스 점검표 작성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기초로 서비스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은 재사정과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히 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 이행 및 목표성취 정도

먼저 계획된 서비스와 실행내용을 기록하고 서비스 성취정도를 4점 척도로
기록한다.(5점 척도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사회복지사 개인이

척도를 통해

평가를 할 경우 주관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어 사회복지사 개인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써 동료 사회복지사들과 최대한 객관적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표 Ⅳ-5-1> 서비스점검표-서비스이행 및 목표성취 정도 양식사용 예시
계획 목표

서비스 실행
내용

클라이언트의
무기력

병원연결
보건소 연결

   ■

컴퓨터실 이용

  ■ 

상담과
가정방문

   ■

클라이언트와
동생의 학업

상담과
사회적응프로
그램

 ■  

조부모와의
갈등

상담,
가정방문

■   

기타

후원금품
지원

  ■ 

동생의
컴퓨터
중독과 도벽

서비스 이행 및
목표 성취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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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의견
약을 바꾸고 조절하여 우울증과 무기력
증이 호전되었고, 보건소(정신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주2회 참여하면서 삶
에 활기를 보여주고 있다
컴퓨터실 이용을 통하여 PC방보다는 복
지관을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하였으나
PC방의 컴퓨터보다 사양이 낮아 점차 컴
퓨터실 이용이 감소하였다.
도벽의 원인을 파악하게 되었고 도벽의
횟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상담 및 가정방
문을 실시하였다.
무기력하여 집에만 있던 클라이언트가
주1회 외부로 나와 상담도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주1회 세면과 양치질이 이루
어졌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연계는 클라이언트
의 경우 1회에 그쳤고, 동생은 컴퓨터사
용에 대한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로 개입하지 못했다.
모와 조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서로의 입
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으나 큰 변
화는 없었다.
2009년 10월 공동모금회 생계지원비를
신청하여 지원하였고, 한국정보문화진흥
원 사랑의 PC나누기 대상자로 선정하여
컴퓨터를 지원하였다.

Ⅳ. 사례관리 실천

② 클라이언트 욕구 및 환경의 변화 정도

두 번째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록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클라이언트의 환경이 변화되었는지를 기록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기록하여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의 변화를 줄 것인지, 아
니면 그대로 서비스를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사례회의시에 보고한다.
<표 Ⅳ-5-2> 서비스점검표-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환경변화정도 양식사용 예시
현재 진행중인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변화된 것이 없이 초기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클
욕구 변화 인테이크(intake) 당시의 욕구를 그대로 유지하 라이언트의 감정조절을
고 있음.
위한 병원과의 협조와
개입이 필요함.
취미생활을 위한 타 기
집단적응프로그램을 통해 클라이언트 스스로의 관 담당자들과의 사례회
환경 변화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정신장애로 무기력하여 집에만 있던 클라이언
트가 복지관과 타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있음.
동생의 도벽문제 해결을 위해 컴퓨터실 이용,
사회복지사
□ 재사정
컴퓨터 지원 등을 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견
■ 유 지
에는 어려움이 있어 좀 더 전문적인 개입이 필
요함.
조부모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가족상담을 실시
하였지만, 좋지 않은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
기에 시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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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주요TIP
Summary
◦ 점검이란 서비스 계획대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

하는 과정이다.
◦ 점검의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개입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어느 시점에 점검을 해야 할 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례관리 기관에서 점검의 시기를 정해 놓아야 한다.

사례관리기관의역할
◦ 점검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 놓아야

한다.
◦ 점검에는 반드시 총괄 슈퍼바이저가 참여하도록 한다.
◦ 점검 과정에서 재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의 재사정은 점검으로 처리한다.

사례관리자의 역할
◦ 사례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확인하고, 개입한 내용을 정리하고, 클라이언트와 면담을 통해
제공된 서비스 및 개입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다른 욕구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 점검을 실시할 때 사례관리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실시

되어서는 안 된다.
◦ 점검을 실시할 때 제공된 서비스의 양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심리정서적인 부분 즉, 무형의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천사례
◦ 매년 6월말에서 7월초에 모든 사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점검 과정에서 변화 및 조정 내용은 다음 사례관리 과정에

따라 조정하여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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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사정
⑴ 재사정의 필요성
재사정은 기존의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으로 계획이
어느 정도 적절히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계획에 언급된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개개의 서비스나 지지의 내용이 적절한지, 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클라
이언트의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있다.(장인협․우국희,
2003. p. 159)

실제로 재사정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과 점검과정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반기의 중간평가나 연말에 실시하는 평가의 결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즉, 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계획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수정이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시급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관에 사례회의를 요청하여 수시로
재사정을 하기도 하고, 수정의 필요성이 파악된 상태에서 상반기 중간평가나
연말 평가 과정을 통해 재사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 수립상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
언트와 기관, 자원의 내부․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과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기도 하고,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가 나타나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⑵ 재사정의 의미
재사정이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한 사례관리 계획의 변경,
즉 사례관리 계획의 수정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는 사례회의를 통해서 클라
이언트와 기관, 그리고 자신의 능력 및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 해결과 관련된 결과목적, 효과성, 만족도를 달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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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주변 환경에서 발생이 가능하다고
예측되는 부정적인 장애요인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실제로
장애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획상의 목적이나 방법이 장애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클라이언트 및 클라이언트의 환경과 관련된 모든 경우, 혹은 상황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 재사정은 처음에 수립한
계획과 결과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보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시켜야 하는 수정의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조정이라고 하면 계획된 전문적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부적 또는 외부적 방해요소들로부터 프로그램의 진행에 영향이
없도록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전문적 작업을 말한다. 수정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
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개입을 말한다.(정덕근, 1996. p. 194)

⑶ 재사정의 과정
재사정은 대상자(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개별
클라이언트의 사례에 따라서, 또는 기관과 사회복지사에 따라서 상이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형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로 현장에서 재사정의 과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재사정이 어떤 형태로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재사정을 ① 클라이언트 개인사항, ② 재사정의
유형, ③ 재사정 요인, ④ 클라이언트 변화 욕구와 서비스 제공 및 문제 ⑤ 사회복
지사의 의견, ⑥ 재사정 결과, ⑦ 향후 계획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① 클라이언트의 개인사항

실제 현장에서 재사정은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욕구의 변화에 의해 적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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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담당 사회복지사에 비해
재사정에 참여하는 다른 직원들이나 상급자들에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Ⅳ-5-3> 재사정-클라이언트의 개인사항 사용양식
클 라 이 언 트

성 명

관리번호
대상자

아동․청소년(

개 인 사 항

종 교
), 노인(

주민등록번호

), 장애인(

) 가족구성형태(

)

일반수급( ), 조건부수급( ), 자활특례( ), 차상위( ), 저소득( ), 일반( )
분 류

주

의료보호1종( )․ 2종( ), 직장의료보험( ), 지역의료보험( )

의료보장

소
가

전화번호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종 교

동거여부

비

고

족
사
항

② 재사정의 유형
가 ) 새로운 욕구가 발생되는 경우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과 점검과정에서 서비스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욕구가 발견되어 서비스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상태로 클라이언트의
능력이나 상황이 향상되어 더 높은 단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욕구가 발견되거나,
기타 서비스 계획의 추가나 변경에 필요한 욕구가 발견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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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은 단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재사정
사

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후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장애인이나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자립과 소득활동을 위해 직업 훈련의 참여의사를 표현하거나 취업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경우.

• 서비스 계획의 추가나 변경을 위한 재사정
사

례 1

부양가족이 없이 거동이 불편하여서 도시락이나 밑반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노인이 음식물을 남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확인한 결과, 음식물을
섭취하시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치아상태로 틀니가 필요한 상태에서 경제
적인 문제로 틀니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기 않았지만 치과진료 서비스가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

사

례 2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해 학업성적이 저조한 아동․
청소년이 학습의 욕구를 표현하여 학습지도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나 학습능력이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학습능력의 문제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인 장애로
기인한다고 판단되어 장애인 등록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경우

나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나 가족구성원에게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거나 클라이
언트의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어 클라이언트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케어나 경제
적인 지원, 가족기능의 유지를 위한 긴급한 개입과 수정이 필요한 경우이다.
사

례 1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악화
되어 응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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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2

아동․청소년이나 보호자가 갑작스런 사고나 실직, 가출, 자퇴 등으로 응급한
의료지원과 경제적인 지원 및 가족원의 케어(care)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 기

타

클라이언트의 욕구 변화가 거의 없이 유사하게 지속되면서 기존의 서비스 내용과
질적인 부분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단순형의 클라이언트가 주로 포함되며,
특히 만성질환이나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해당된다.
사

례

부양가족이 없이 경제적인 빈곤과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후원금 지원과 식생활 지원 및 의료서비스가 지원되
면서 후원금액과 서비스의 횟수나 질적인 부분에서 증가나 감소의 서비스가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재사정의 과정을 갖기보다는 당연히 서비스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
물론, 상황이나 여건이 향상되지 않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당연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관련된 상황이 개선이나 악화의 어떤
형태로든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Ⅳ-5-4> 재사정-재사정유형 사용양식

재사정 유형

(

)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는 경우

(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 기

타

따라서 위와 같이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환경에서 재사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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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사정 요인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고, 계획 수립상의 목적이 달성되
도록 조정의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사회복지사는 결과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하였는가를 파악하게 된다. 즉, 클라이언트나 기관, 또는 연결된 자원이
내부 ․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계획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재사정을 하게 된
경우를 기록한다.
가 )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재사정 요인
• 클라이언트의 약속 불이행과 비협조
• 클라이언트의 욕구 변화

• 클라이언트의 거절
• 클라이언트의 능력이나 상황의 변화
나 ) 기관과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재사정 요인
• 사회복지사의 개입에 대한 부담이나 기대
• 사회복지사의 교체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부적응

• 기관의 여건이 클라이언트와 맞지 않는 경우
• 기관차원에서 프로그램의 중단 결정 등

다 ) 자원과 환경에 관련된 재사정 요인
• 연계된 자원이나 기관의 정책 변화
• 클라이언트의 사고나 가족구성원의 상황변화
• 클라이언트의 이사로 행정구역의 변화나 거리상의 문제

• 지원 인력의 교체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부적응
• 가족의 관심과 지원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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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5> 재사정-재사정요인 사용양식
재사정 요인

(

) 클라이언트에 의한 요인

(

) 기관과 사회복지사에 의한 요인

(

) 자원과 환경에 의한 요인

④ 클라이언트 변화 욕구와 서비스 제공 및 문제

재사정이 필요하게 된 클라이언트의 변화 욕구와 상황 및 기존에 제공된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변화욕구에 문제가 되는 것인가를 파악하여 기록한다.
<표 Ⅳ-5-6> 재사정-클라이언트 변화욕구와 서비스 제공 및 문제 양식사용 예시
(클라이언트의 재사정이 필요하게 된 욕구나 상황)
클라이언트 ◦ 클라이언트의 치아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치과진료에 대한 욕구 나타남
변화욕구 ◦ 클라이언트 동생이 복지관 컴퓨터의 밤새 이용을 위해 몰래 숨어있거나
PC방 이용을 위한 절도사건이 발생함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문제)
서비스
제공 및
문제

클라이언트와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동생이 복지관
컴퓨터 이용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사와 약속한 시간이상으로
게임을 하기 위해 관리자 몰래 숨어 있으면서 지하 주방을 사용하였다는
오해가 발생하였음
특히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쉼터 관리자의 지갑을 훔치다가 적발되었음

⑤ 사회복지사의 의견

재사정과 관련하여 파악된 클라이언트와 가족원의 반응과 태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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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7> 재사정-사회복지사의견 양식사용 예시
상담을 통해 재발 방지의 약속을 계획하였으나 클라이언트 동생이 복지
사회복지사
의

견

관과의 관계를 거절하였고, 이 사실을 모와 조부모가 알게 되면서 어른
간의 심리적인 갈등이 발생하였음
⇒ 클라이언트 동생에 대한 개입과 조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개입을 잠

정 보류하고자 함

⑥ 재사정 결과

재사정의 결과에 따라 사례관리의 종결, 서비스 재계획, 타 기관에 의뢰 또는
현 상태 유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욕구 해결에 대한 개선과
악화의 수준에 따라서 사례관리 모형도 단순형 ․ 일반형 ․ 집중형으로의 변화
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종결이나 의뢰의 경우, 향후 다른 욕구가 발생하거나
의뢰의 결과에 따라 클라이언트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Ⅳ-5-8> 재사정-재사정 결과 사용양식
재사정 결과

(

)종 결

(

)서비스 재계획 (

)의 뢰 (

)현 상태 유지

⑦ 향후 계획

재사정의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변화된 계획 수립이나 의뢰 ,
종결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 사례관리 수준의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과 결과도 함께 기록한다.
<표 Ⅳ-5-9> 재사정-향후계획 양식사용 예시
◦ 클라이언트의 치아상태의 치료를 위해 복지관 치과진료 서비스 대상자로

향후계획

의뢰하여 발치와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임.
◦ 동생과 조부모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과 개입은 일시 보류하고 클라이

언트의 병세 호전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서비스는 지속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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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정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가 아닌 욕구, 다시 말해 이용자의 견해와
선호, 그러한 욕구를 다루는 서비스의 효과성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장인협․우국희, 2003. p. 163).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대상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라고 확신하고 설정하는 계획에 실제 개별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고려
하기보다는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알고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별화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재사정이 하나의 단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보다는 점검과정
에서 진행되기도 하고, 종결평가의 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재사정이
진행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관련된 상황이 개선이나 악화의
어떤 형태로든 변화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서비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연중에 수시로 진행되는 재사정의 사례이외에 연말에 실시되는
종결평가를 통해 최소 1회 정도 재사정의 과정을 갖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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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정 주요TIP
Summary
◦ 재사정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서비스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 사례관리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단계이다.
◦ 재사정의 시기는 따로 정해놓을 수 없으며,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사례회의를 소집하여 재사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례관리기관의역할
◦ 재사정은 사례관리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단계임을

인지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재사정 회의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 재사정의 실시는 사정단계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실시한다.
◦ 재사정은 반드시 사례회의에서 실시하고 총괄 슈퍼바이저가

참석하여야 한다.

사례관리자의 역할
◦ 사례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사례 중 서비스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사안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사정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사정을 준비할 때에는 사정자료를 준비하는 방법과 동일하

며, 재사정에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례 전반에 대해 파악
하여야 한다.
◦ 재사정 이후의 개입은 사정 이후의 개입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실천사례
◦ 재사정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사례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나

기관의 여건상 1주일에 한 번 몰아서 사례회의를 실시한다.
단, 긴급한 사례는 바로 사례회의를 실시한다.
◦ 재사정의 절차는 사정회의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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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및 종결
평가는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욕구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수립하고 개입과 점검을 통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본장에서는 평가를

1) 서비스의 지원계획이 적합하였는지,

2) 결과목적이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3) 제공된 서비스가 효과적이었는지,
4) 클라이언트는 만족하는지, 그리고 5)평가결과와 이유로 구분하였다.

1) 평가
⑴ 서비스 지원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그 계획이 사전에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태의 실현 가능성을 가진 계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동일한 클라이언트가
아닌 다른 클라이언트와의 실천경험을 통해 검증되고 충분히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였겠지만 각 클라이언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상태 등의 개별적인
특성, 클라이언트를 구성하고 있는 주변 상황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을 완벽하게
고려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계획과정에서 구성된 사람들, 서비스, 그리고 자원들이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
였는가를 평가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와 지지계획에서 정해진 활동과 과업이
적절한 방법에서 이행되었는가,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 계획이 클라
이언트의 욕구에 부응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김만두: 1993. p.237)

즉, 클라이언트(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가 원하는 욕구는 대상별 클라이언트에
따라 유사하지만 각 개인별 구체적인 욕구와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심각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기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확보된 자원, 지역사회에서
받는 인정 등 기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계획과 방법의 설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지원계획이 적합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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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사

례

클라이언트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으로, 어머니가 가족 모르게 빚을 지고
갑자기 가출한 상태이다. 현재 건설 현장에 취업하여 월 90만원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초등학교 3학년인 남동생과 동거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원수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학습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잦은 이동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규칙
적인 귀가를 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클라이언트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서 반찬준비의 어려움이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학습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계획하였고, 반찬 욕구를 위해 밑반찬 서비스 제공 및 아버지의
창업 욕구를 위해 담당 사회복지사의 상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창업
(생업)자금 융자제도와 사회연대 은행의 융자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계획했다.

다음의 서비스 계획표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정한 구체적인 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표 Ⅳ-6-1> 서비스계획 양식사용 예시
CT의 문제
및 욕구
학습의 욕구

결과목표

서비스 목표

서비스제공 방법

비고

복지관의 사회교육 복지관영어․수학
주5회의 학습지도를
프로그램 수업을 받 사 회 교 육 서 비 스 주5회 참여
진행 한다.
을 수 있도록 한다. 제공

밑반찬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밑반찬을 밑반찬서비스대상
밑반찬 욕구 성장기의 건강 증진
주2회 제공
제공한다.
자 선정
을 돕는다.
부의
창업욕구

부의 창업을 위해자금 자립지원과 관계된 사회연대은행대출
마련의 방법을 습득 대출정보를 제공한 담당, 사회담당과
하게한다.
다.
의상담 제공

본 사례에서 학습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주5회로 진행되는 복지관 사회교
육에 참여시키는 것을 계획하였는데, 실제 진행과정이 정해진 일정으로 진행
되었는지, 클라이언트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교사의 교육 내용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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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방법이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적합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복지관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이외에도 학습지도 자원봉사자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대상자의
가정이나 기관의 장소에서 지도하는 방법, 클라이언트와 동일한 학년의 아동들을 집단
으로 구성하여 지도하는 방법, 클라이언트 주변의 학원과 연계하여 무료나 감면 혜택을
받아 참여하는 방법, 방문 교육을 하는 학습지 또는 학원수강에 필요한 비용만큼 후원
자를 통한 후원금을 연결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각 방법마다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연계․활용되는 인적, 물적 자원도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되었을 것이고
그중에서 결정된 개입방법이 클라이언트와 기관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⑵ 결과목적의 달성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자원과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고 그 결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해결되는 긍정적인 목적을 설정하게 되는데 위의 사례에서 학습의
욕구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목적은 “사회교육 프로그램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겠다.

그리고 결과 목적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한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사가
설정한 결과 목적의 대부분이 클라이언트 욕구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클라이언트 본인 스스로 욕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능력이 향상되는 상태로의 변화, 또는 동일한 욕구가 재발되지 않게
욕구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물론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나 문제가 그들의 능력이나 상황,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해결에 필요한 소요기간이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복지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목적을 설정했을 때의 개념과 소요기간이 어디까지인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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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가 초등학생의 상황에서만 영어, 수학에 대한 학습의 욕구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연속선상에서 해결할 것이냐, 또는 영어,
수학이 해결되고 다른 과목에 대한 학습의 욕구가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려가 평가와 함께 준비되어야 하겠다.

⑶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사례관리와 이러한 활동에서 생겨난 서비스의 결과적 범주가 클라이언트의
기능적 상태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평가
하는 것이다.(김만두, 1993. p. 257)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전에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수치와
계량화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목적을 설정하다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수학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점수를 파악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참여 후 평균점수를 10점 향상시키겠다고 목적을 설정했다면
시험 점수를 통해 효과성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기준선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측정도구가 미리 규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평가가 주관적일 가능성이 많고 그만큼 정밀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김융일․조흥식․김연옥,
2002. p. 283)

⑷ 클라이언트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
서비스와 지원계획, 서비스와 지원계획의 이행,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와 지원의 효과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김만두: 1993. p.243)

즉, 클라이언트의 표출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원과 과정 및 결과, 효과성,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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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족도와 관련한 평가에서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의 제공받은 서비스에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으로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는 만족도 조사이후 혹시 긍정적인 결과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한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는 사회복지사에 의해 전달되기보다는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긍정적 평가의 압력을 막는 사전
고려의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클라이언트 답변의 확실성이
보장되기를 바란다면, 클라이언트가 익명으로 답하도록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만두: 1993. p.265)
<표 Ⅳ-6-2> 서비스평가 양식사용 예시
서비스 내용

계획의적합성 결과목적달성

효 과 성
약 조절의 성
공으로

정기적인 검진 신경정신과와
을 통한 무기 보건소 프로그
력과 사회성을 램의
평가

향상시킨다.

참여는

적절하였음

만 족 도

감정

정신과 2주1회 조절이 이루어
진료와 보건소 졌고,
주2회
목적을

보건소 클라이언트 의

참여로 재활프로그램 만족도가 매우
달성 에

하였음

않을

내용

결석하지 높은 상태임
정도로

사회성이 좋아

치과의원과 연
계하여 발치와
치료를

통해

치아상태를 개
선한다.

지고 있음.
발치과정까지
복지관

치과 충치를

모두 적극적으로 참 스스로 내방하

진료서비스가 발치하였으나 여했으나 이후 여
필요한 시기에 틀니는
연결되었음

양치질을

제공 소극적인 참여 하면서 만족하

하지 못했음

로 효과성 약 고 있음
간 떨어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해결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내용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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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평가 결과 및 이유
이상의 4개 영역에 대한 평가과정을 통해 사례관리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평가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 해결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
아서 또는 사례관리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의 발생시
재사정, 다른 기관에 의뢰, 또는 사례관리의 현재 상태 유지나 종결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기록한다.
<표 Ⅳ-6-3> 평가결과 및 이유 양식사용 예시
(

) 종 결 (

) 재사정

(

) 의 뢰 ( ● ) 유 지

클라이언트는 아직까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받고 참석하는 것
평가

이상은 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

결과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살 수 있도록 현

및

재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클라이언트에게 사회, 문화적인 자극이 될

이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그리고 가족의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상담과 시간을 갖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재사정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결이나 의뢰의 경우, 향후 다른 욕구로
클라이언트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평가를 통해 재사정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다시 초기사정 과정의 거쳐 새로운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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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주요TIP
Summary
◦ 평가는 관리하고 있는 사례 전반에 대한 점검의 성격이다.
따라서 평가는 클라이언트의 목적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사정,
서비스 계획, 개입, 점검, 재사정 등 사례관리의 모든 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 평가도 점검과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의 시점을 기관에서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관리기관의역할
◦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범위 등을 내부 방침으로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가는 반드시 사례회의를 통해 실시하고 총괄 슈퍼바이저가
참석한다.
◦ 평가를 통해 재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사례관리자의 역할
◦ 사례관리자는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확인하고, 개입한 내용을 정리하고, 클라이언트와 면담을
통해 제공된 서비스 및 개입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다른 욕구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 평가를 실시할 때 사례관리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실시
되어서는 안 된다.
◦ 평가를 실시할 때 제공된 서비스의 양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심리정서적인 부분 즉, 무형의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천사례
◦ 평가를 매년 12월말에서 1월초에 모든 사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의 시기를 우리 기관에 등록한 이후 1년 이후 또는 2년
이후 등 기간을 별도로 정해 평가를 실시하기도 한다.
◦ 평가 이후 서비스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서비스 동의서를 다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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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 결
사례관리에서 종결은 대상 집단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클라이언트의 전 생애 동안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인생의 주기와 환경적인 상황이 대개 만성적이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유일한 종결은 클라이언트가 사망했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반대로,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이들의 성장에 따라 스스로의 자립능력을
갖추기도 하고, 가족구성원들의 기능성 향상으로 사례관리의 계획된 긍정적인 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종결은 사례관리의 마지막 단계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복지사가 종결을 결정할 때는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근거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사례관리의 시작이 클라이언트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종결단계에서도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실제로 동의의 과정을
갖기보다는 기관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상황변화에 대한 종결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복지사의 사직이나 업무 변경 또는 기관 정책의 변화 등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연속적인 종결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의 상황변화에 대한 종결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례관리에 대한 진행자로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중심이
아니라 기관과 클라이언트의 관계중심의 사례관리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의 경우와
달리, “사회복지사가 사직하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사례관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변화되어 , 다른
사회복지사에 의해 사례관리는 지속되고 있고, 기타 이유에 의한 종결의 경우도
교체된 다른 법인이나 다른 기관에 의뢰의 형태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례관리가
진행된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종결 없는 사례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만약 사례관리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서로가 종결을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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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쌍방향 관계가 설정된다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의 결과에
따른 종결과 인테이크(intake)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클라이언트를
계속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리해야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해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듯이 자신과 적합하지 않다고 파악된 클라이언트를
기관 내 동료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하는 절차의 정형화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 해결을 중심으로 종결 있는 사례관리의 실천이 될 수 있길 제안한다.
사례관리 실천의 서두에서도 표현했지만, 기관마다 사례관리의 적용방법이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결의 유형을 중심으로 본장에서는
(1) 종결의 유형 및 사유, (2) 서비스 제공 현황, (3) 클라이언트 변화사항,
(4) 사회복지사 의견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⑴ 종결의 유형 및 사유
① 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

사례관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결은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종결이 대부분으로
• 클라이언트의 사망
• 클라이언트의 생활시설로 입소
• 클라이언트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
• 클라이언트의 목표 달성
•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호전되어 사례관리가 필요 없는 상황
• 클라이언트의 거절이나 포기
• 클라이언트의 약속불이행
• 기타

등이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종결을 결정하는데 위의 범주를 벗
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다른 유형과 달리 클라이언트의 거절이나 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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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종결을 결정하기에 앞서 한 번 더 정확한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클라이언트의 거절이나 포기가 개인적인 상황임을 주장하지만,
그런 결정의 배경에 사회복지사의 교체로 인한 어려움이나 기관의 정책 변화에
대한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다.
많은 경우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사유나 기관의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교체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사회복지사를 전임 사회복지사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관심이나 서비스 제공의 정도가 다르다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된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이를 표현하거나 시정을 요구
하기 보다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거나, ‘더 이상의 서비스는
필요치 않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이 종료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그의 원조망의 능력이 충분하여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로부터 독립될 수
있다(권진숙․진석균, 2001, p. 289)는 사례관리의 계획된 종결이라면,(부록자료 :
클라이언트의 능력이 향상된 징후 참조) 그와 반대의 경우로 클라이언트나
사회복지사에 의해,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사례관리 과정에서 계획되지 않은
종결이 나타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의 과정에서 계획된 종결이든 계획되지 않은 종결이든
어떤 형태의 종결을 경험하고, 계획된 종결에서 보다 계획되지 않은 종결에서
더 많은 부정적인 감정분노, 좌절, 불안, 섭섭함-들을 경험할 수 있다.(엄명용․
노충래․김용석, 2005. p. 481) 이럴 경우 동료나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과 기관의 자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노력했지만 아무 것도 클라이언트에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복지사 자신이 담당했던 클라이언트로
부터 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을 경험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이럴 경우,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여 업무수행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 사직을 결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무능함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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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기질과 특성이나 성향이 클라이언트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즉 사회복지사도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만나는 과정에서 유난히 자신과
다른 가치와 철학, 태도를 갖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과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때때로 그 사람과의 대면을 의도적으로 피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가정방문을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집에 없거나, 약속이 있어서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
본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반응은 아닐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클라이언트와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반응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나타날 경우, 기관에 사례관리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표 Ⅳ-6-4> 종결유형-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 사용양식
(

) 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

사망(

), 시설입소(

상황호전(

), 이주(

), 타 기관 이용(

약속불이행(

), 기 타(

), 목표달성(

),

), 거절이나 포기(

)

)

⇒ 클라이언트에 의해 사례관리가 부적합한 상황 또는 태도변화 등으로

종결하게 된 사유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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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복지사에 의한 종결
실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사직이나 업무 조정으로 클라이언트와 종결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사회복지사는 업무수행을 통해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클라이언트와
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 심리․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친근감과 신뢰가
구축된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에 의한 종결이 그동안의 관계에 비하여 일방적이라고
느끼는 클라이언트일수록 분노, 배신감, 거부감, 무력감 등의 반응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삶의 시간에서 자신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찾아와서 일정기간 도움을 주다가 그만두게 되는 정확한 이유도
모르는 체 관계가 종결되는 경험을 자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와의 관계 종결도 그동안의 경험으로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가 진정으로 그들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성원들에게 빗대어 말하는 메시지로 사회복지사를 간접적
으로 공격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킴으로써 또는 사회복지사가 그들을 버렸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나타낸다.(김융일․조흥식․김연옥,

2002. p. 318)

클라이언트가 긍정적인 반응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교체되어도 사례관리는 지속될 것이겠지만,
클라이언트가 받게 되는 심리적인 상실감을 회복하여 또 다른 사회복지사와
친밀감과 신뢰를 구축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기관의 상황에 따라 한명의 클라이언트에 두 명의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방법,
또는 사례관리가 팀이나 행렬조직의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행렬조직이란
사회복지사가 기관의 조직구성에 따라 편제된 업무팀(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호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사례관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평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런 업무조직 형태에서 사회
복지사는 다른 협조관계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클라이언트를 만나기도 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고,
수립하는 과정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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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5> 종결유형-사회복지사에 의한 종결 사용양식
(

) 사회복지사에
의한 종결

사회복지사의 사직이나 다른 업무 희망( )
해당사례와 본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
클라이언트의 소극적 참여로 목표달성 불가능( )

⇒ 사회복지사에 의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례관리나 관계형성이 부적합하여

종결하게 된 사유를 기록한다.
③ 기타 이유에 의한 종결(외부 의뢰가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면
사회복지사는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된다.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의뢰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관련되어 의뢰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존재, 위치, 방법 등의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에 대한 평가를 준비하면서 종결이 결정되는
않은 상태이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미 의뢰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의뢰할 기관에 대한 파악이 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의뢰될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뢰 시기가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얼마나 적합하
느냐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현재의 기관과 사회복지사에게
거부되었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의뢰할
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결정이다 .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의뢰
기관에 대한 장점과 약점, 그리고 의뢰기관을 선택 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책임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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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6> 종결유형-기타 이유에 의한 종결 사용양식
기관의 사회복지사 업무 조정(
(

기관의 사례관리 기한 제한(

) 기타 이유에

운영기관․법인의 교체(

의한 종결

),
),

),

기관의 사례관리 원칙변경(

),

기관의 자원․능력의 한계(

)

⇒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에 의한 사유가 아닌 기관과 환경에 의해 사례

관리를 종결하게 된 사유를 기록한다.

⑵ 서비스 제공 현황
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 계획수립이후 종결의 과정까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 기관내부와 외부의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표 Ⅳ-6-7> 서비스제공현황 양식사용 예시
◦ 클라이언트의 무기력증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년 동안 정신과 및 보건
소 재활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음.(주2회)
◦ 클라이언트 동생의 컴퓨터중독의 문제와 도벽의 문제에 대해 매월 4회
서비스
제공현황

이상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음.
◦ 클라이언트의 모와 조부모와의 갈등문제에 대해 서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 5회 상담을 실시하고 개입하였으나 관계가 호전되지 않았음.
◦ 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금 10만원 연계 및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을 연
계하여 컴퓨터를 지원하였음.
◦ 클라이언트의 치아치료에 긴급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

⑶ 클라이언트 변화사항
인테이크(intake) 과정에서 종결이 되기까지 클라이언트 개인과 가족 및
환경의 변화(개선이나 악화)된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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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8> 클라이언트의 변화사항 양식사용 예시
초

기

상

황

종

결

상

황

정신장애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무기 정신과 및 보건소 연계를 통해 심리적
력한 상태였음.
클라이언트 동생의 컴퓨터 중독과 도벽의 문제
변화사항

가 심각한 상태였음.

으로 많이 밝아졌음.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동생이 중학교에 중퇴하고 학업을 컴퓨터중독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중단한 상태였음.

학업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

모와 조부모와의 갈등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⑷ 사회복지사 의견
클라이언트의 사례관리 종결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기록한다.
<표 Ⅳ-6-9> 사회복지사의 의견 양식사용 예시
◦ 본 클라이언트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어 사례를 종결하게
되었음
사회복지
사의견

◦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가 전혀 해소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서 사례를 종결하게 됨에 따라 이주한 지역의 사례관리 기관에 의뢰
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주한 지역에서 사례관리 기관이 확정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통해 클

라이언트 가족의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개입할 계획임

⇒ 사례관리에서 목표가 달성된 종결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는 종결이 가까워질수록 클라이언트
와 협의를 통해 만남의 횟수를 줄이거나, 클라이언트 성취하고 해결한
것을 알려주어 클라이언트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리고 종결이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특정한 어려움을 가진

Seoul Welfare Foundation 175

지역사회보호사업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이 아닌 지역주민으로 언제나 편안하게 만날 수 있고,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발생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클라이언트가 안내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실제 기관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기관의
상황과 지역의 입지여건 등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만성적이고 더욱 상황이 악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많아 종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과 한정된 자원의 활용이 더욱 종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신규 클라이언트가 발견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기존의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사례관리의 인원이 증가되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보다는
기관과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서비스 중심의 사례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 , 클라이언트에 대한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과감하게 종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욕구가
그들의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고, 필요하면 종결 후에 다시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를 갖고 욕구에 대한 목표달성을 중심
으로 종결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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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주요TIP
Summary
◦ 사례를 종결할 때에는 반드시 종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종결의 사유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나 개입의 실패에 의한

것이라면 사례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타 지역으로의 이주로 인하여 종결해야 된다면 클라이언트가

이주할 지역의 가장 가까운 사회복지 기관에 사례를 의뢰하
도록 한다.

사례관리기관의역할
◦ 사례 종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하며, 종결자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나 개입의 실패로 사례가 종결 될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 종결자 파일은 리스트를 정리하고 한곳에 모아 보관하도록

한다.

사례관리자의 역할
◦ 종결자에 대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종결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대상자에게 새로 이주할

지역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주 예정 지역의
복지시설에 대상자를 의뢰하도록 한다.

실천사례
◦ 모든 종결 대상자에 대한 종결보고서를 작성한다.
◦ 타 지역으로 이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상자 이주 지역 인근

복지시설에 의뢰서 및 인테이크(intake)지, 기관에서 받았던
서비스 내용을 기재하여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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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주요TIP
Summary
◦ 의뢰란 대상자를 타 기관에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 의뢰를 하는 기관은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전문 기관을 포함한다.

사례관리기관의역할
◦ 대상자의 문제 영역별로 의뢰가 가능한 전문기관의 리스트와

의뢰방법을 공유한다.
◦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 활용한다.
◦ 의뢰를 하고, 의뢰를 받을 때에는 공식적인 문서와 절차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
◦ 종결로 인한 의뢰에 대해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한다.

사례관리자의 역할
◦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
◦ 내부자원으로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면 외부자원

을 확보하고 대상자를 의뢰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 의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의뢰 가능

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실천사례
◦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연계 가능한 지역사회내 사회복지

시설 및 전문기관을 확보하고 연계가 필요할 경우 의뢰양식을
통해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된 병원에 의뢰서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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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천현장에서의 사례관리 활용
1. 사례관리를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계획을 정하고 사례관리자들이 훈련되어지는 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례
관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례관리 이론에 대해 이해하고, 행정시스템을 조정
하고, 지침을 만들고(계속 수정 보완), 사용양식을 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사례관리의 활용이다. ‘양식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관리
시스템에 맞게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데이터 및 상담 기록은 제대
로 입력되고 있고 출력되는지?’ 등을 점검하고 사례관리자들이 일련의 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사례관리의 질적 향상이다. 양식의 사용 및
절차에 맞게 개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얼마만큼 질적으로 사례
관리를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슈퍼비전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사
례발표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여 보다 질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례관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사례관리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례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의 행정적인 지원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사례관리 학습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가장 기본 적인 전제는 사례관리
이론에 대한 이해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많은 종사자들이 사례관리 매뉴얼 등에서
제시하는 사례관리 과정 및 양식에 대한 이해만으로 더 이상 이론적인 논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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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사례관리에 필요한
하드웨어에 불과하다. 사례관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초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례관리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사례관리가 가지고 있는 철
학은 무엇이고, 사례관리의 과정과 양식은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졌고, 사례관리의
기능이나 구성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사례관리 이론에 대한
학습을 위해서는 팀별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례관리
관련 내부교육 및 외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밖에 없다.
사례관리의 이론적 배경이 부족할 경우 새로운 유형의 사례가 발견되었을 경우
기존의 사례관리의 양식이나 틀에서 얽매어서 적절한 개입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여 사례관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사례관리는 클라이
언트의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 방법의 하나임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사회복지시설의 사례관리 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체
계가 사례관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례관리를 위한 행정적인 체계, 활용할 사례관리 양식, 대상
및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사례관리의 원칙, 슈퍼비전체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⑴ 행정체계
행정체계라 함은 사례관리를 활용하는데 있어 사회복지시설 내부적인 업무분장,
업무흐름 및 결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첫째, 업무분장은 사례관리를 하는 사례관리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하게 하여 혼동이 없도록 한다. 업무분장을 할 때에는 사
례관리자의 고유업무와 협조업무, 부가업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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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을 것 같다.
둘째, 사례관리를 위해 기관의 업무흐름에 대한 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클
라이언트의 발견, 인테이크(intake), 사정, 서비스계획, 서비스계약, 개입,
점검, 평가, 종결 등에 대한 사례관리 과정에서 각각의 단계에서의 업무흐름
및 방침을 정해 놓아야 한다.
셋째, 사례관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례관
리 과정에서 사례관리자는 ‘어느 선까지 개입을 해야 하는지?’ ‘어느 선까
지 보고해야하고 지침을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매우 많다. 어떤
경우에는 선 조치하고 후 지침(사례회의)을 받아야 할 때도 많이 있다.
넷째, 내부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를 진행하다보면 2개 이상의
팀이 같이 개입하거나 타 부서에 서비스를 의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의외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질 때가 많다. 따라서 팀과 팀간의 업무협조라 할지
라도 내부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진행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례관리 관련 서류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할 것 인가?에 대해 내부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례파일에 대한 방법, 종결대상자의
파일 정리에 관한 방법, 의뢰되었거나 의뢰한 대상자 파일 정리에 대한
방법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룰 필요가 있다.

⑵ 사례관리 사용양식 결정
사례관리에 있어 사용하는 양식은 다양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전제는 사례관리
과정을 포함하고, 각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사례관리 관련 서적이나 사례관리 매뉴얼 등에서 제시되는 양식을 보면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사례관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양식을 만들기 때문이다. 즉 사례관리 양식은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 및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폐쇄형 또는 개방형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사례관리의 양식은 보다 효율적인 사례관리와 기관의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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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⑶ 사례관리 관리의 원칙 결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분야는 다양하고 대상자와
사업의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맞게 사례관리 원칙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가복지에서의 사례관리와 가족복지에서의 사례관리, 노인복지 프로그
램에서의 사례관리,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에서의 사례관리, 방과후교실에서의 사례
관리의 방법과 원칙은 똑같을 수가 없다.
따라서 각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례관리 원칙은 지역적인 특성, 사회복지시설
사업의 특성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원칙을 정하고 이를 모든 직원들이 숙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⑷ 슈퍼비전체계 확립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담당 사례관리자나 담당 팀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행정적인 지원만 실시하지는 않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담당 사례관리자의 역량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더불어 슈퍼비전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례관리의 슈퍼바이저는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팀의 팀장이
전담하고 있는데, 보다 체계적인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
복지시설의 전체 사례관리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총괄 슈퍼바이저를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례관리의 슈퍼비전 체계는 슈퍼바이저와 총괄 슈퍼
바이저로 구분하여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다. 보통 슈퍼바이저는
팀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역할과 범위를 정하며, 총괄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 중 사례관리에 대해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다.
충분히 훈련된 슈퍼바이저가 없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체계적으로 슈퍼바이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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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할 필요가 있다.

⑸ 자원에 대한 정보 공유
사례관리에서 자원의 량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자원(인적, 물적)이
어느 정도 있고,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확보 가능한 자원 등에 대
한 목록을 가지고 있고, 이를 모든 사례관리자들이 알고 있어야 사례관리가 원활
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제 관리자 또는 사례관리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자신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시설 전체 직원이 같이 공유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지역네트워크 사례관리
사례관리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지역
사회 내 자원연계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연속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개입하는 사회복지 실천방법으로 주로 개별 사례관리 기관을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개별 사례관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라든지
사례관리 기관간의 원활한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한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및 민간 사례관리 기관간의 지역네트워크 사례관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몇 개 지역에서는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
관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
점에서 실시되던 사례관리가 점차 클라이언트 중심의 사례관리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현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역네트워크
사례관리에 대해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지역네트워크 사례관리는 ‘개별
기관 단위에서 실시되는 사례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관리의 실천방법’이라 정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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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 같다.
※ 일부 지역사회 및 학자들은 ‘통합사례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사레관리’ 보다는 본 매뉴얼에서는 ‘지역네
트워크 사례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 지역네트워크 사례관리의 필요성
이시연(이시연, 2009, 53p)은 통합(지역네트워크)사례관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 사례의 발굴이 용이하지 못하여
서비스 누락이 발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중복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있어서 서비스의 단절로 인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관련 조직들 간의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소로서 자원에 대한 확보 및 공유를 필요로 하고 있다.
넷째,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사회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지역사회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내에서 조직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공유된 자원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함께 결합하는 협력시스템이다.(김신열, 2008, 재인용)
이러한 맥락으로 미루어 볼 때, 지역사회네트워크의 주요한 사업 영역 중의
하나로 사례관리 실천 방법론은 필수적이다. 즉 통합(지역네트워크)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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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네트워크 사례관리 사례
지역네트워크사례관리의 사례로 ‘금천구지역사회네트워크’의 사례관리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이호상, 2009, 63p-91p, 요약발췌) ‘금천구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금천구의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정부의 공적 지원프로그램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가장을
발굴하고,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7년부터 시작하였다.
금천구의 17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금천구 지역사회 네트
워크’센터를 만들고, 센터를 중심으로 금천구의 빈곤여성가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1개의 기관이 지역네트워크 사례관리에 참여하여 빈곤여성가장을
발굴하고,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7개의 협력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였으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통합 사례
회의를 통해 사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금천구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2008년
1년 동안 금천구내 빈곤여성가장 1,065명중 544명을 발굴하여 이들의 생활실태와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였으며, 지역네트워크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금천구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컨소시엄을 계속 확대
유지할 계획이며, 민/민 지역사회네트워크에서 민/관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실천을 위한 과제
금천구지역사회네트워크의 실천 사례 이외에도 지역네트워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많이 있는데, 이는 지역네트워크 사례관리가
개별기관에서의 사례관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면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네트워크 사례관리가 지역사
회에서 중요한 실천 방법론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시연
(이시연, 2009, 58p-59p)의 논문을 근거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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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사례관리 모델이나 관련 양식 등의 공통적용에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둘째, 지역네트워크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과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조직의 헌신 등에 따라 사례관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지역네트워크 사례관리의 개념에 대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과의
공통의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네트워크 사례관리 체계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3. 비밀보호 및 윤리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례관리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모든 국민의 사생활보호는
헌법(제17조)에 보장된 권리이며, 사회보장기본법 제31조(비밀의 보호), 사회복지
사업법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에서 비밀보호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에서 동법 제47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Ⅱ.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을 만들어 클라이언트의 비밀보호
및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1)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력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등을 많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시설의 행정업무가 전산화 되면서 이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시설에서 많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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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 프로그램과 지자체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에는 주민번호가 없으면 자원봉사활동 실적 입력이
안 된다. 즉,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용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용자들의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비밀보호의 의무와 윤리적․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또한 클라이언트와 공유하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의 의무와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윤리적․법적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과 종사들의 비밀보호 및
윤리적․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가 전문기관, 전문가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개인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행하는 사회복지의 실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무심코 행한 행동이 클라이언트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기도 한다. 즉 사회복지시설이나 종사자들은 이용자의 비밀보호
라는 명제를 항상 생활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자의 비밀보호와 관련하여 범하기 쉬운 사례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를 그대로 휴지통에 버리거나 이면지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서류를 폐기할
때에는 반드시 서류를 확인하여 이용자의 정보나 기록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정보가 담겨있는 서류는 문서세단기 등으로 분쇄
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입을 통해 이용자들의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다. 특히
동료 직원들과의 수다나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이용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이용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업무적
으로 정해진(사례회의, 슈퍼비전 등) 자리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컴퓨터 파일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업무는
거의 모두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도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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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로 관리하게 되는데 컴퓨터 파일 특성상 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용자와 관련된 파일은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활용용도가 끝난 파일은 파기하여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의 비밀번호 및 사용에 대해 주의하
여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정보시스템과 같이 인터넷으로 사용되는 전산프로
그램의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 중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접속을 해제하여 다른 사람이 전산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례연구 및 연구보고서에 활용되는 이용자들의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의 활용범위 및
사용목적 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후원금 등 사회복지시설의 자원 확보를 위해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클라이언트 정보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동의 받아야 하며, 특히 사진이 실릴 경우 이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명확하게 설명되어져야 한다.
◦ 이용자와 관련된 서류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사례관리를 함에
있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록은 필수적이며, 파일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를
책상위에 방치하였다가 분실되거나 클라이언트가 관리되는 서류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 파일은 꼭 필요한 파일만 꺼내 업무에 활용하고 업무가
마무리되거나 자리를 비우게 되면 반드시 파일을 원래 보관 장소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와 관련 된 파일은 불투명한 문이 있고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파일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만족도 조사를 위해 외부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 요청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공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클라이언트의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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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동의를 권유하거나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보공개로 인해 클라
이언트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이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한다.

2)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는 주요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문직의 의무와 임무들이
상충할 때 발생한다.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사
생활에 대한 권리와 그 정보에 대한 다른 사람과 사회의 권리 사이에서 발생한다.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학대나 방임, 가정폭력, 노인학대나 방임
등을 의심하게 되거나 확인하였을 경우 이들의 사생활보호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사례관리자는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런 경우
사례관리자 개인이 판단하지 말고 사례회의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의 기준은 이를 방치할 경우 클라이언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 개입하도록
한다 단,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경우나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적 윤리
기준에 의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A씨(여 42세)는 막노동을 하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남편(45세)과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딸이 같이 생활하고 있다.
A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이 가끔 술에 취해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술이 깨면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폭력을 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술을 먹지 않은 남편은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자상한 남편이
었다. 그러나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으며, 3년 전
부터는 1주일에 1-2일은 폭력을 행하여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으며, 심지어
딸에게까지 폭력을 행하였다. 이에 A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였으나
사춘기인 딸에 대한 생각과 경제적 독립에 대한 불안감으로 A씨는 딸이 성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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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까지 참고 살기로 하고 이를 감내하고 있다.(남편이 술을 끊기를 바라며......)
B사회복지사는 학교의 상담실에 찾아온 A씨의 딸과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
위의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자로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개인의 가정사이고, 폭력을 직접 확인
것도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 해야 할 것인가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당신이 B사회복지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4. 클라이언트의 폭력5)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매일
크고 작은 위험(risk)에 직면한다.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여러 위험상황 가운데 클라
이언트에 의한 폭력(client violence)은 매우 심각한 직무관련 위험중 하나이다.
클라이언트의 폭력은 신체적 공격, 폭언, 성적 괴롭힘, 기물파손 등을 포함하는
행위로서 이를 방지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개인은 물론
조직이나 시설에도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클라이언트 폭력으로 인한 위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이나 시설차원에서
철저하게 안전대책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5) 서울복지재단, 복지시설 종사자 위험관리 매뉴얼, 서울복지재단 2006-연구-23, 2006.12.
104p~131p. 요약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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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이언트 폭력의 유형
⑴ 언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이란 클라이언트가 면전에서 혹은 전화상으로 종사자를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종사자에게 욕설을 퍼 붓거나 말로 협박하는 것,
종사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⑵ 성적 괴롭힘
성적 괴롭힘이란 클라이언트가 성적으로 종사자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심한 성적 농담이나 희롱, 종사자를 성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거나 지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⑶ 신체적 공격
신체적 공격이란 클라이언트가 종사자에게 신체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2가지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실제적인 공격으로 클라이언트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종사자를 직접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신체적 공격시도로서 클라
이언트가 종사자를 신체적으로 공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제로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공격은 단순히 밀거나 붙잡는 경미한
행동에서부터 뺨을 때리거나 깨무는 행동, 물건을 던지거나 각종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공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⑷ 기물파손
기물파손이란 클라이언트가 종사자의 개인적인 물건 또는 해당 기관의 물건이나
자산을 파손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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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재가복지 대상자 C씨는 동네에서 조그만 떡볶이 가게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 C씨는 사업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평소
안면이 있는 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찾아가 대출보증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
하였다. 평소 친절하고 헌신적이었던 사회복지사로부터 대출보증을 거절당하자
화가 난 C씨는 술을 먹고 복지관에 찾아와 갖은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기물을 파손하였다. 이후에도 C씨는 여러 차례 복지관을 찾아왔고, 밤중에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힘에 담당 사회복지사는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퇴사하였다.

2) 위험상황에 대한 개입
누가, 언제, 어떤 조건하에서 폭력적이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자신의 부적절한 반응이 어떤 식으로든 클라이언트 폭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후, 잠재적 혹은 실제적인 폭력상황에 보다 잘 반응하고, 폭력을 통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익힐 필요가 있다.
◦ 안전한 면담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와 안전한 환경에서의 면담은
종사자를 물리적으로 보호해줄 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 염려,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
◦ 폭력적인 클라이언트와의 대화에서 중립적이고 자극적이지 않은 대화만으로도
폭력의 상승이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 공감은 상대의 지위와 관계없이 그의 내면과 감정을 이해하는 의사소통이다.
따라서 진정한 공감은 클라이언트의 폭력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 폭력적인 클라이언트의 흥분을 통제하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과
신체적 통제 기술을 익히고 활용하도록 한다.
◦ 사무실 내부와 현장, 가정방문 등에 따르는 폭력의 위험에 대해 대비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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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기관은 클라이언트 폭력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비한
효과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클라이언트 폭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숙지하여 폭력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보장하고, 클라이
언트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클라이언트 폭력에 관한 내용은 2006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발간한 “복지
시설종사자 위험관리 매뉴얼”을 중심으로 요약 발췌하였다.(서울복지재단
2006-연구-23호) 본 매뉴얼에서는 지면 관계상 일부만 소개하였으나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종사자 위험관리 매뉴얼”을
참조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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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호사업에서의 사례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 실천방법으로 활
용되고 있으며, 사례관리가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06년과 2009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평가에 사례관리를 포함하고 있어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례관리는
필수요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5년 지역사회보호사업에서 사례관리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사례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회
복지관에서 본 매뉴얼을 활용하거나 참조하여 왔다. 그러나 매뉴얼 보급 이후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와 사례관리 실무자들의

매뉴얼 보완에 대한

욕구들이 표출되면서 이번에 사례관리 매뉴얼을 보완하게 되었다.
이번 매뉴얼 보완 작업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사례관리 실무자들이 매뉴얼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실무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사례관리 과정별 주요TIP을 달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기관의 시스템에 대해 접근해 보았다.
넷째,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관리에
대해 소개하였다.
다섯째, 사례관리자의 윤리와 비밀보장, 클라이언트의 폭력에 대한 대처 등을
수록하였다.
아울러 본 매뉴얼에서는 그 동안 활용에 혼선이 있었던 사정도구틀의 활용에
대해 정리하였고, 개입의 수준에 위기개입을 포함하였다. 또한 사례관리자들이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 구성원과의 면담에 대한 기술과 사례를 제시하는 등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이 연구자의 실천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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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제시가 되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매뉴얼은 지역사회보호사업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클라이언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욕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례관리는 이를 응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본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양식이나 사례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현장에서의 경험과 지역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발전
시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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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1〉인테이크(intake) 기록지

인테이크(intake) 기록지
접수년월일 :

년

월

담당 사회복지사 :

일

담당

과장

부장

관장

(인)

1. 가족 및 구성원
대상자명

종 교
아동․청소년(

대상자
분 류
주

), 노인(

주민번호
), 장애인(

) 가족구성형태(

일반수급(

), 조건부수급( ), 자활특례( ) ,차상위(

의료보장

의료보호1종(

), 2종(

)

), 저소득( ), 일반( )

), 직장의료보험(

), 지역의료보험(

)

소

전화번호
가

의뢰경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종교

동거여부

비고

족
사
항

2. 스크리닝 판정 및 사유
판정결과

( ) 잠재적 대상, ( )의뢰 대상, ( )정보제공 대상, ( )서비스 거부,( )종결

판정사유
3. 가계도/생태도
가 계

도

생 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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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력/가족력
1) 개인력

2) 가족력

5. 가족 및 사회적 관계

6. 사회적 상황
(수입/생활비/저축/부채 등)
경제상황

(장애/병력/진단 및 치료여부등)
건강상황

(주거형태/방/화장실/난방종류/채광/환기 등)
주거상황

(생활상태/사회적관계망/심리․정서적인 상태 등)
사회심리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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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상생활수행능력(ADL, IADL)

8. 대상자 욕구

9. 자원활용상황
공식적 자원

비공식적 자원

10. 클라이언트 태도와 반응 및 사회복지사 의견

11. 서비스 계획
문제 및 욕구

서비스 계획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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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2〉사정도구틀

사정도구틀
대 상 자
명 :
일
시 :
담당사회복지사 :

담 당

영역

내용
수입(10)

지출(10)

경제상황(40)

주거형태(10)

부채(5)

법정기준(5)

장애유무(10)

의료 및 건강(40)

질병정도(20)

ADL(10)

생활상태(10)

사회관계망(10)
심리․사회영역(40)
지지체계(10)

심리․정서상태(10)
사회복지사의 평가(40)
총
점
판정결과
기타의견

평가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수입의 90% 이상
수입의 80% 이상
수입의 70% 이상
가건물(비닐하우스 등)
월세
무료임대
전세
자가
재산의 30% 이상
재산의 30% 이하
의료보호 1종
의료보호 2종
조건부, 특례
저소득
1급
2-3급
4-6급
만성질환(평생)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단기 치료가 가능한 질병
하
중
상
독거
보호가 필요한 동거가족
동거가족
전혀없음
비공식지원체계
공식지원체계
공식＋비공식지원체계
없음
비정기
있음
정기
매우 불안
불안
안정
종합검토

배점기준
10
8
6
10
8
6
10
8
6
4
0
5
2
5
4
3
2
10
8
6
20
16
12
10
5
0
10
8
0
10
6
4
0
10
5
0
10
5
0
0～40

과 장

부 장

평가

관 장
비고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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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3〉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작성일자
성명

종교

년

월

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업

종교

동거여부

비고

가
족
사
항

주소

연락처

가 족
연
락
처

통․반장
사회복지
전문요원
기 타

주거사항

경제사항

자가

전세

방수

월세

계

무료

기타

부엌

유․무

월 수 입

월

원

복지단체 후원금

월

원

정부지원금

월

원

기

월

원

타

원하는
욕구
건강상태
사회복지사 서비스 대상판정

단순형

일반형

집중형

의견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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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4〉서비스계획

서비스계획
담 당 과 장 부 장 관 장

대 상 자 명 :
일
시 :
담당사회복지사 :
CT의 문제 및 욕구

결과목표

서비스목표

서비스실행방법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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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5〉서비스 동의서

서비스 동의서
담 당 과 장 부 장 관 장

1. 서비스 종류
서비스명

내

용

비고

서비스명

내

용

비고

2. 서비스 조정 및 중단
서비스조정

서비스중단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절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에 어긋날 때
․서비스 이용자의 부적절한 서비스 요구가 있을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단의 의사가 있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을 경우
․3개월 이상 연락이 끊겼을 경우
․타 기관과 서비스가 중복되었을 경우

3.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는 신상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 복지관에 알려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 동의서는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본 기관과 이○○ 님이
상호 협의한 내용이며, 매년 1월 재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문제 및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서비스 이용자와 복지관과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단, 생활에 큰 변화가 없을 시 다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년
서비스이용자 : ○ ○ ○ (인)

월

일

담당 사회복지사 : ○ ○ ○ (인)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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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6〉서비스 점검표

서비스 점검표
대 상
일

자

명 :

담 당 과 장 부 장 관 장

시 :

담당사회복지사 :
계획 목표

서비스 실행 내용

서비스 이행 및
목표 성취정도

사회복지사 의견

   
   
   
   
   

욕구변화

환경변화

사회복지사 의견

□

재사정

□ 유 지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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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7〉재사정기록지

재사정 기록지
재사정년월일 :

년

월

담당 사회복지사 :

담당

일

과장

부장

관장

(인)
클 라 이 언 트 개 인 사 항

관리번호
대상자

성 명
아동․청소년(

종 교
), 노인(

일반수급( ), 조건부수급(
분 류
주

의료보장

주민등록번호

), 장애인(

) 가족구성형태(

), 자활특례( ), 차상위( ), 저소득(

의료보호1종( )․ 2종(

), 일반( )

), 직장의료보험( ), 지역의료보험( )

소
가

)

전화번호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종 교

동거여부

비

고

족
사
항
재사정
유 형
Client

(

) 새로운 욕구가 발생

(

) 긴급한 상황이 발생

(

) 기

타

재사정
요 인

(

) 클라이언트에 의한 요인

(

) 기관과 사회복지사에 의한 요인

(

) 자원과 환경에 의한 요인

(클라이언트의 재사정이 필요하게 된 욕구나 상황)

변화욕구
서비스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문제)

제공 및
문 제
wer'의
의 견
재사정
결 과

(

) 종 결 (

) 서비스 재계획 (

) 의

뢰 (

) 현 상태 유지

향후계획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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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8〉서비스계획

사례관리 평가서
담 당

관리번호

성

명

관 장

등 록 일
서비스 내용

가

부 장

주민번호

주 소

평

과 장

계획의적합성

결과목적달성

효 과 성

만 족 도

서비스 1

서비스 2

내
서비스 3
용
서비스 4

평가

(

) 종

결 (

) 재사정 (

) 의 뢰 (

) 유 지

결과
및
이유
평 가 일

담당사회복지사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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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9〉사례관리 종결보고서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담 당

관리번호
주

성

명

부 장

관 장

주민번호

소

연 락 처

등 록 일

종 결 일
유

종결
유형
및
사유

과 장

형

사

유

(

사망( ), 시설입소( ), 이주( ),
목표달성( ), 상황호전,( )
) 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
타 기관 이용( ), 거절이나 포기( )
약속불이행( ), 기 타( )

(

) 사회복지사에 의한 종결

(

) 기타 이유에 의한 종결

사직․타업무희망( ), 본인과 부적합( )
클라이언트의 소극적 참여( )
기관의 업무 조정( ),
기관의 사례기한 제한( ),
기관․법인의 교체( ), 원칙변경( )
기관의 자원․능력의 한계( )

서 비 스
제공현황
초 기 상 황

종 결

상 황

클라이언트
변화사항

사 회
복지사
의 견
종결 결정일

담당사회복지사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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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10〉의뢰서

의 뢰 서
○○○○기관
성

명

주

소

담당자 :
성별

주민번호
연락처

의료보장

장애등급

보 호 자

대상자와의 관계

의뢰사유

클라이언트
상

태

상기인을 귀 기관에 의뢰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년

월

일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
연락처 :
첨부 서류 1. 요보호대상자 카드
2. 서비스 계획서
3. 서비스 제공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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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1〉스크리닝 기준표 예시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스크리닝(screening) 기준

본 기준은 우리 복지관 재가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 또는 의뢰 된 클
라인언트가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로 적합한지를 담당 사회복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인테이크(intake)가 필요한 대상자)
①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자(가구)
② 질병 및 외적요인에 의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 상실이 진행되고 있는 자(가구)
③ 자녀 양육이 방치되어 있는 자(가구)
④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참여하는 자(가구)
⑤ 기타 외부의 지원 없이 생계가 곤란한 자(가구)
⑥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의뢰된 자(가구)로(수급권자 또는 결식아동)으로 서비스를 제공받
기 원하는 자(가구)
⑦ ①～⑤까지의 조건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2. Refer 대상자
①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우리 기관의 자원과 시스템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② 클라이언트의 주변환경(경제력 및 문제해결능력)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나 문제 해결의 방
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적절한 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
③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만 지역적으로 우리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할 경우(클라이언트 거주지의 인근 사회복지기관에 refer 함.)
④ 기타 Refer가 필요한 경우
3. 정보제공대상자
① 현재 우리 기관의 자원 및 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 의뢰할 경우
②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경우
③ 기타 정보제공만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경우
4. 서비스제외대상자
① 의뢰된 클라이언트가 수혜거부, 가정방문거부, 상담거부 등의 이유로 인테이크(intake)가 불
가능할 경우
② 의뢰된 클라이언트가 복지관과의 연결을 꺼리는 경우
③ 의뢰된 클라이언트가 잠재적 사례관리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 기타 서비스를 거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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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클라이언트의 능력이 강화된 징후(권진숙․전석균 : 2001. p293)

▣ 욕구 충족 능력이 강화된 징후들
․클라이언트가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자기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얼마나 잘 하였는지에 대해 진술한다.
․사례관리자와 접촉하지 않고도 작은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
․사례관리자로부터 격려 받지 않고도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음 단계를 밟는다.
․자신감이 있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례관리자의 격려 없이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
다.

▣ 독립심이 강화된 징후들
․사례관리자와 정규적인 만남을 갖는 대신 필요할 때에 사례관리자를 만나는
것을 선호하게 되거나, 혹은 주 단위 모임에서 월 단위 모임으로 옮겨간다.
․클라이언트가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을 때 약속에 오지 않는다.
․사례관리자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사례관리자와 연락하지 않고 몇 주 동안 혼자서 잘 지낸다.
․사례관리자보다는 주요 원조자(key helpers) 중의 한사람과 더 가까운 관계를
발전시킨다.

▣ 효과적으로 원조망을 활용하는 징후들
․클라이언트는 필요할 때 친구와 친척으로부터 지지를 얻는다.
․사례관리자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자원과 접촉한다.
․혼자서 자원과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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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3〉ADL, IADL 척도
동작유형

A
D
L

상태

1)세수‧양치질하기

□전혀 불편없음

□약간 불편

□매우 불편

2)목욕하기

□전혀 불편없음

□약간 불편

□매우 불편

3)식사하기

□전혀 불편없음

□약간 불편

□매우 불편

4)옷 갈아입기

□전혀 불편없음

□약간 불편

□매우 불편

5)눕거나앉았다일어
□전혀 불편없음
나기

□약간 불편

□매우 불편

6)옥내이동

□전혀 불편없음

□약간 불편

□매우 불편

7)화장실 이용하기

□전혀 불편없음

□약간 불편

□매우 불편

8)용모손질

□전혀 불편없음

□약간 불편

□매우 불편

9)식사 준비

□전혀 불편없음

□약간 불편

□매우 불편

10)장보기

□전혀 불편없음

□약간 불편

□매우 불편

11)전화사용

□전혀 불편없음

□약간 불편

□매우 불편

12)청소/설거지/세탁 □전혀 불편없음

□약간 불편

□매우 불편

13)금전관리

□전혀 불편없음

□약간 불편

□매우 불편

14)교통수단이용

□전혀 불편없음

□약간 불편

□매우 불편

15)무거운짐들기

□전혀 불편없음

□약간 불편

□매우 불편

전체합계

□전혀불편없음 __개
□매우불편 __개

척
도

I
A
D
L
척
도

□약간불편 __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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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4〉사례관리지침(○○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지침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 이 지침은 ○○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의 재가대상자 및 프
로그램 대상자(이하“대상자”) 사례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범위 ) 우리 복지관의 모든 사업 및 대상자 관리는 서울복지재단 사례
관리 매뉴얼과 본 지침에 의한다.
제 2 장

사례관리

제 3조 (사례관리의 필요성 )

①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사회복지실천방법이다. 우리가 만나는 클라
이언트는 대부분 한 가지 이상의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문
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복지관만의 자원으로는 개입이 어렵고, 지
역사회의 공적, 비공식적인 다양한 자원들을 개발하여 연계함으로써 이들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② 다양한 자원의 개발과 연계 등 통합적인 접근에 가장 적합한 사회복지 실
천방법이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이다.
제 4조 (사례관리의 정의 ) 사례관리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기능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사회자원과의 연결과 조정을 통하여 클라이언
트에 대한 보호를 관리하는 과정이다.
제 5조 (사례관리의 구성요소 ) 사례관리의 구성요소에는 클라이언트, 사례관리자,
사례관리 기관, 사회자원, 사례관리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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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클라이언트 ) 클라이언트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
회적 기능상의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스스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
들이다. 클라이언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자원의 존재를 모르거나, 사회자원
과의 연결에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사회자원의 이용방법을 알지 못한다.

②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심하게 손상되어 있다.
③ 보호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그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
다.

④ 공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공식 지원체계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⑤ 자기보호 능력이 상실되어 있으며, 개별적인 옹호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클라이언트는 대개 일상생활의 기능수준이 낮은 노인,
중복장애인과 만성정신장애인, 발달장애아동과 학대받는 아동 등이다.
제 7조 (사례관리자 )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가치를
소유하고 클라이언트와 사회자원과의 연결과 조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고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이다.

① 사례관리 실천과정에서의 핵심기능
㈎ 클라이언트의 포괄적인 욕구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례관리자
는 클라이언트와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그들의 욕구의 변화에 민감하여야
한다.

㈏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그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다. 여기에서 사례관리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장애물을 적절하게 처
리하여야 한다.(클라이언트의 서비스 거절 등)

㈐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는 것이다.
② 사례관리자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사례관리를 실천하는 전문가에 대한 명칭은 대체로 “사례관리자(케이스매
니저)”란 용어를 가장 널리 사용한다.

㈏ 사례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것으로 사례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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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책임성 있는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학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례관리자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
지고 있는 것이 적당하다.

㈐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사례관리자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사회복지
사, 심리학자, 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사례관리자가 될 수 있다.(미국
의 경우 3/4이 사회복지사)

㈑ 사례관리자의 사례담당건수(caseload)에 관한 것으로 사례담당 건수는 서비
스의 효과성과 책임성 및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간의 접촉의 빈도와 질
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기능수준, 거주지역의 거리와 분
산정도, 사례관리자의 능력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사례
관리자들은 40-50명 정도의 클라이언트를 담당할 수 있으나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의 사정과 보호계획, 클라이언트와 서비스의 연결, 클라
이언트의 진척사항에 대한 점검과 평가, 클라이언트의 가족의 욕구에 대한
관심 및 보호계획의 수정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20-30명의 사례가 적당
하다.

㈒ 사례관리에서 개별접근과 팀 접근 중 어느 것이 적당한가에 관한 것이다.
개별접근은 한 명의 전문가와 관계를 갖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
시키고 보호의 책임성이 강하지만 장기보호를 요하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
진 클라이언트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전문 분야와 협력하기가 어렵
기 때문에 전문적인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팀 접근은 여러 명의 전문가
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연속적인 연결과 조정을 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클라이언트에게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더
욱 바람직한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장기보호를 클라이언트에게 유리
하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가능성이 있다.

㈓ 사례관리자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의 강도(强度)에 관한 것이
다. 사례관리자가 다양한 원인(자의 또는 타의) 등에 의해 클라이언트를 직
접 접촉을 제한 받음으로서 임상가 보다는 오히려 관리자(행정가)로서 인
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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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전 과정에 걸쳐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여야 한다.

㈔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사례관리자들은 대개 학사 이상
의 학력을 소지하는 전문가들로 상담과 사정과 같이 클라이언트와 직접
관계를 갖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사례관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는 연결, 조정, 점검 등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전문가들이 종종 그들의 교육훈련과 지위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
는 과업을 기꺼이 떠맡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관리자는 전
문가인 것이 바람직하며 직접적인 개입활동은 물론 간접적인 개입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 8조 (사례관리 기관 ) 사례관리 기관이란 지역수준에서 권위를 가지고 일정한 표
적인구집단에게 서비스의 체계적인 통합을 보장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말한다.
제 9조 (사회자원 ) 사회자원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원되는
시설, 설비, 자금이나 물자 또는 개인이나 집단의 지식과 기능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자원으로는 비공식 지원체계인 가족, 지역주민, 종교단체,
자조집단, 자원봉사자 등이 있으며, 공식 지원체계로는 국가기관, 공공법인, 민
간기관과 시설, 복지기업, 사회단체, 공식협의체, 회원조직 등이 있다.

① 사회자원 동원의 필요성
㈎ 지역사회에 생활기반을 둔 클라이언트를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잠재적인 자원을 포함한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야 한다.

㈏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다양화․복합화․고도화되면서 사회자원을 할당받던 시
대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어 이들의 욕구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자원의 종류를 확대하고 양적․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면서 서비스
공급주체를 다원화시켜야 한다.

㈐ 클라이언트를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비공식 지원체계와 공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식 지원체계를
동원하여 적절히 연결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내에서 클라이언트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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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지역적 수준의 지원, 국가적 수준의 원조와 관련된 사회자원을 개발
하고 동원하여 서비스망을 형성해야 한다.

㈒ 사회사업의 방향이 점차 치료에서 보호로 전환되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적 원조보다는 그들이 욕구 충족을 위한 환경조성에 사
회사업의 초점을 두어 그들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자원이 필요
하게 되었다.

② 사회자원의 종류와 특성
㈎ 본질과 원천 및 유용성에 의한 분류
; 내적 자원 - 지식, 정보, 기술, 신뢰성, 건강 등
; 외적 자원 - 재산, 친구, 직장 등
; 공식자원 - 학교, 병원, 사회복지기관 등
; 비공식자원 - 친척, 이웃, 동료 등
; 실제적 자원 -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기능향상을 위해서 현재 활용하
고 있는 자원

; 잠재적 자원 -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원

; 목표달성을 위해 통제 가능한 자원과 불가능한 자원
㈏ 서비스 공급주체에 따른 분류
; 비공식 자원체계 : 정서적지지, 지지, 애정, 충고, 정보제공, 금전대여, 보육,
서비스 안내, 행정업무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족, 친구, 친
척, 이웃, 동료,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다.

; 공식 자원체계 : 회원들의 이익이나 회원들에게 서비스 제공 또는 다른 사
회체계와 교섭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노동조합, 사회복지사협회, 의사협회,
소비자보호협회 등이 있다.

; 사회 자원체계 : 국민이나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국가기관이나 민
간기관으로 병원, 학교, 경찰서, 법원, 공공도서관, 시청, 동주민센터, 회사,
사회복지기관 등이 있다.

㈐ 사회자원의 영역별 분류 : 가족, 친척, 친구․동료, 이웃, 자원봉사자,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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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조직, 法人(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행정기관, 영리기관(복지기업)
제 3 장

사례관리의 과정 및 실천

제 10조 (사례관리 과정 ) 우리 복지관은 서울복지재단 사례관리매뉴얼에 따라 다음
의 과정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접 수
사 례 발 견
스 크 리 닝
인 테 이 크

사 정
서비스 계획
개 입
점 검

재 사 정

평 가

종 결

제 11조 (접수 ) 접수는 사례를 발견하고 스크리닝(screening)을 통하여 클라이언
트를 확인하고, 사정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사례발견(case finding)
과 인테이크(intake)(intake)로 구분한다.
제 12조 (사례발견 ) 사례발견(case finding)은 사례관리가 요구되는 클라이언트를 발
굴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 의한 소개, 민간단체에 의한 소개, 대상자에 의한
소개, 지역주민에 의한 소개, 자발적 방문, 아웃리치 등의 방법이 있다.
제 13조 (스크리닝 ) 스크리닝(Screening)은 클라이언트들이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적절한 자격이 있는지, 서비스 이용에 해당되는 적절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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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일종의

문지기

(gatekeeper)로서 스크리닝을 통해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 의뢰대상자, 정보
제공대상자. 서비스제외 대상자로 구분한다. 스크리닝은 사례회의를 거치지 않
고 담당 사례관리자가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①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 : 의뢰 된 클라이언트 중에서 기관의 스크리닝 기
준에 적합하여 인테이크(intake)를 통하여 사정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이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가정방문 및 상담 등을 통해 인
테이크(intake)를 실시하고 사정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사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가구
㈏ 질병 및 외적요인에 의해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상실된 가구
㈐ 부양가족 없이 방치되어 있는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
㈑ 공공 및 민간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
㈒ 기타 외부의 지원 없이 생계가 곤란한 가구
② 의뢰대상자 : 의뢰 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기관이 가지
고 있는 자원이나 시스템으로 개입이 어렵거나, 가지고 있는 문제는 심각하
지만 클라이언트의 주변환경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에는 클라이언트의 현 상황과 문제의 정도 및 종류에 따라 외부의 다른 기
관으로 의뢰한다.

㈎ 대상자의 문제가 우리 복지관의 자원 및 시스템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 지역적으로 대상자가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거주할 경우(대
상자가 거주하는 인근 기관에 의뢰)

㈐ 기타 의뢰가 필요한 경우
③ 정보제공대상자 : 의뢰 된 클라이언트가 문제 및 욕구를 가지고 이를 해결
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방법을 잘 알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단순
히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대상자의 문제가 우
리 복지관의 자원 및 시스템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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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경우
㈐ 기타 정보제공만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할 경우
④ 서비스 제외대상자 : 의뢰 된 클라이언트가 스크리닝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
나 적합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거절할 경우에는 인테이크(intake)
를 실시하지 않는다. 단,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상자가 서비스 수혜 거부, 가정방문거부, 상담거부 등으로 인해 인테이
크(intake)가 불가능할 경우

㈏ 대상자가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신원이 불분명하여 지속적인 개입이나 서비스 제
공이 어려운 경우

⑤ 사례관리자는 스크리닝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분류하고 그 리스트를 작성
하고 사유를 간단히 기록하여 보관한다.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일 경우에
는 인테이크(intake)지 작성시 스크리닝 란에 사유를 기록한다.
제14조

(인테이크(intake))

인테이크(intake)(intake)는

정확한

사정(assessment)을

위해 면접상담, 가정방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
를 정리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 개인 및 가족구성원의 환경 등 개인차원의 자
료수집과 사회복지사의 보호계획으로 구분한다.

① 개인차원의 자료수집 : 개인차원의 자료수집은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클라
이언트의 욕구와 성격, 클라이언트의 능력, 공식적․비공식지원체계 등에 대
한 사실(fact)을 확인하는 것이다.

㈎ 클라이언트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가족관계, 공공부조 관계, 주소 및 전화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자는

㉠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성별, 직

업, 종교, 학력, 동거여부(거주지, 별거시 사유), 기타,〕 ㉡ 클라이언트의
공공부조대상자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가계도 및 생태도는 가족 구성원들간의 상호 관계를 보기 위한 것으로 이
를 위해 ㉠ 클라이언트 및 가족 구성원의 생활사(Life History)〔출생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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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정, 결혼관계(History), 직업관계(History), 가족관계(History), 세대주의
생활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기타〕 ㉡ 친척과의 관계〔친화정도,
왕래정도, 원조관계, 기타〕 ㉢ 형제(자매)와의 관계(별거)〔형제의 수, 거
주지, 연락되는 형제유무,

왕래정도, 친화정도, 원조관계, 기타〕 등의 자

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개인력과 가족력은 클라이언트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역사에 대해 확인하
는 것으로 가계도와 생태도를 글로써 표현한 것이다.

㈑ 가족 및 사회적 관계는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를 위해 ㉠ 자녀양육(자녀가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자녀인 경우)〔자녀
양육, 훈육, 교육에 대한 부모의 스타일, 규율의 일관성, 자녀의 학업 성취
및 의욕, 자녀의 학교 및 가정의 적응력, 자녀의 일탈행동 경력, 집에 친구
들이 자주 오는가?(방문, 전화, 외출 등)〕 ㉡ 가정통합과 관련하여 가족구
성원의 식사습관〔시간, 대화정도, 기타, 가족구성원간의 대화정도, 가족구
성원의 여가(취미)활용(개인 또는 가족전체), 가족원중 분위기를 이끌어 가
는 사람,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충실성, 가족의 희생양〕 등의 자료 수집
이 필요하다.

㈒ 경제상황 : 클라이언트 및 가족 구성원의 경제력 및 잠재능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 재정상태〔가족구성원 개별(전체)수입 및 개별(전체)
지출, 부채 및 사유, 상환계획, 사적부조 및 공공부조, 기타〕 및 ㉡ 고용
관계는 가족원 개별의 고용상태〔직업 및 고용의 일관성「직업, 근무형태

(정기or비정기, 시간 등), 현 직업 시작년도(월)」, 직업능력(기술정도)「자
격증 소지여부, 기술 및 장기, 대인관계(성격)」, 직업의 만족도, 보수, 기
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주거상황 : 클라이언트의 주거환경 및 시설에 대한 확인으로 이를 위해 ㉠
주택 및 주거〔주택유형 - 아파트(평수), 단독(평수), 다세대(평수), 연립(평
수), 기타 / 주거형태 - 노후상태, 층수, 위치(몇 번째 집 등), 기타 / 주택
소유 - 소유자, 전세(금액), 월세(금액), 자가(시가), 무료거주, 임대(금액),
기타 / 주택의 구조 - 방수, 거실, 화장실, 수도, 기타 / 조명 및 환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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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의 수 및 위치, 통풍, 채광, 기타(방충,방한) / 급수상태 - 수돗물 사
용상태, 냉․온수 사용, 배수상태, 싱크대, 기타 / 보일러 상태 - 종류(기름,
가스, 연탄, 기타), 노후상태(설치년도), 난방비용, 기타 / 위생상태 - 도배,
장판, 청결상태(부엌, 화장실등), 정리상태, 해충, 기타〕,

㉡ 가정물품〔문

화환경 - TV, 인터넷, 신문잡지, 기타 / 가정물품 - 냉장고, 세탁기, 청소
기, 전기밥솥, 기타〕,

㉢ 잠자리 및 사용공간〔구성원의 사용공간 / 가족

구성원의 잠자리 배치, 기타〕등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건강상황 : 클라이언트 및 가족 구성원들의 장애, 건강 및 병력, 치료과정
등에 대한 확인으로 이를 위해 ㉠ 클라이언트의 건강상태〔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병력 및 조치상태, 영양상태, 기타〕 및

㉡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병력 및 조치상태, 영양상태, 기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사회심리적 상황 : 클라이언트의 생활상태 및 정서적인 상태를 기술하는
것으로 면접상담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여야 한다.

㈖ 자원활용 상황 :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비공식적인 자원과 공식적인 자원
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 이웃과의 왕래〔누구와 교류, 방문빈도,
교류내용 등〕 ㉡ 이웃과의 친화력〔우호적인 이웃, 적대적인 이웃 등〕

㉢ 사회적 관계〔지역내 시설의 이용(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 등), 종교활
동(종교유무, 참여주기, 교인들과의 관계 등), 사회활동(친목회, 동우회, 자
원봉사 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시된 양식에는 공식지
원체계와 비공식지원체계의 종류와 연계정도,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자
원의 활용 등을 확인한다.

㈗ 일상생활 능력(ADL, IADL) : 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 능력을 확인하는 것으
로 ADL 및 IADL척도를 활용한다.

㈘ 대상자의 욕구 :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확인하는 것으로 소득에 관련한 욕
구, 주택 및 주거환경에 관련한 욕구, 고용 및 직업에 관련한 욕구, 건강에
관련한 욕구, 정신보건과 관련한 욕구,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
여가활용 및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 일상생활의 활동에 관한 욕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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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통수단과 관련한 욕구, 법률에 관련된 욕구, 본인 및 구성원의 교육

(학습)에 관련된 욕구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태도와 반응 및 사회복지사의 의견 : 면담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태도 및 반응과 사회복지사의 면담과정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것으로
면담과정에서 주의 깊게 클라이언트를 관찰하여야 한다.

② 보호차원의 자료수집 : 보호차원의 자료수집은 클라이언트 욕구와 성격, 능
력, 공식적․비공식지원체계 등에 대한 사실(fact)과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종
합하여 사회복지사가 주요문제를 규명하고 그 문제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
립한다. 주요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욕구와 문제, 사회복지사가 도출
한 문제를 포함한다.

③ 자료수집의 방법
㈎ 면접상담 : 클라이언트와 반드시 면접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클라이
언트가 면접상담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대리인과 면접상담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구성원이 있을 경우 모든 가족구성원을 만나 면접상
담을 하여야 한다.

㈏ 가정방문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해 반드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능하면 클라이언트의 이웃, 주변인, 친구, 친척 등을 만나 정보를 파악하
여야 한다.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가 있을 경우 그 관계자를 만나 정보를 파
악하여야 한다.

㈒ 보충조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에는 ㈎～㈑의 방법을
통하여 보충조사를 실시한다.

㈓ 기록 및 녹취에 대한 동의 : 클라이언트와 상담을 할 때 상담내용에 대한
기록 또는 녹취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클라이언트에게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기록과 녹취
없이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인테이크(intake)을 위한 면접을 진행할 때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사
례관리를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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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클라이언트와 가족에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기관이 클라이

언트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 그리고 기관이 갖는 제한점, 비밀보장에
대하여 설명을 해준다.

⑤ 인테이크(intake) 양식은 서울복지재단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사용한
다.

⑥ 의료복지나 장애인복지 등과 같이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테이크(intake) 양식은 대상과 프로그램
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한다. 이때 정보수집의 내용은 프로그램의 목
적달성에 필요한 것으로 우선한다. 이미 등록된 대상가구라 하여도 해당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별도의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제 15조 (사정 ) 사정(assessment)은 접수과정에서 수집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자원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클라이언트가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사례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사례회의에서는 클라이언트
와 관련된 자료와 사정도구틀을 활용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서비
스 및 개입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제 16조 (사례회의 ) 사례회의(case-conference)는 사정, 점검, 재사정, 평가, 종결 등
의 단계에서 보호서비스 및 개입내용을 조정하거나 결정하는 도구로서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사회복지사, 팀원 및 관련 사회복지사, 슈퍼
바이저가 모두 참석하는 Team-Approach의 방식이다.

① 사례회의는 Team-Approach의 방식으로 주 사례관리자가 소속된 팀의 전원
과 슈퍼바이저가 반드시 참여하며 논의 내용이 타부서나 특정 전문가의 의
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들을 사례회의에 참석 시킨다.

② 사례회의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욕구, 연결할
자원(기관의 보유자원 또는 연계가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하여, 개입의 정
도를 결정한다.

③ 사례회의는 특별한 사안이 없어도 팀별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④ 사례회의에서는 대상자 선정, 서비스제공결정 및 조정, 점검, 평가, 종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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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것과 성공사례 및 실패한 사례발표 및 공유 등도 같이 다룬다.

⑤ 사례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팀별로 결과보고서를 실시한다. 결과보고서에는
클라이언트의 주요문제와 욕구, 논의사항, 조치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제 17조 (사정도구틀 ) 사정도구틀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각 영역별로 구분
하고 점수화하여 보다 객관적인 사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서울
시복지재단 매뉴얼에서 제시한 사정도구틀을 활용하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 18조 (계획 ) 계획(planning)은 사정에서 결정된 클라이언트의 문제, 성취 목표,
목표달성에 필요한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기타 관련된 사람들과 적절한 자
원을 연결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다. 즉, 서비스와 보호 목적에 대해 실제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사정단계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며, 클라이언
트와 서비스 동의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으로 연결된
다.

① 클라이언트의 문제 및 욕구 : 사례회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된 욕구와
문제를 사안 별로 기록한다.

② 결과목표(impact goal) : 궁극적으로 달성되기를 원하는 어떤 상태를 말한다.
③ 서비스목표(objectives) : 목표는 결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서비스의
제공 결과를 말한다.

④ 서비스실행방법 : 목표달성을 위해 제공되어지는 수단을 기록한다.
⑤ 계획은 최초 개입하기 전,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보호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작성한다.

⑥ 특별한 변동이나 변화가 없는 클라이언트라 하더라도 1년에 1회 서비스 보
호계획을 새로 작성한다.(시기 매년 1월-2월)

⑦ 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당해 클라이언트가 의견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사례관리자
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보호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제 19조 (소요기간 ) 사례발견부터 개입까지의 총 소요기간이 38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각 단계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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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에서 스크리닝까지는 3일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② 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은 스크리닝을 통해 잠재적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지 7-14일 이내에 면접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수집 된 자료를 정리하고(개인차원의 사정, 보호차원의 사정, 사정도구틀)
사례회의를 거쳐 서비스 및 보호개입을 최종 결정하여 클라이언트에게 통
보하는 기간을 최대 7-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의뢰 된 클라이언트(명단)가 많아 제한된 인원으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
울 경우에는 내부 논의를 통해 타 사례관리자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⑤ 사례발견부터 개입까지의 소요기간이 초과될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제 20조 (개입 ) 개입(intervention)단계는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계로서 클라이
언트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연결하며, 개입을 통하여 서비스의 획득과
활용에서의 장애를 극복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배열하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가 서비스 동의서에 서명(날인)하는 순간부터 개입이
시작된다.
제 21조 (동의서작성 ) 동의서 작성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서비스 계획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가 계약하는 것이다. 서비스 동의
서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누가 제공할 것이며 어떻게 제공할 것인
지를 명시한다.

① 동의서에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명시한다.
② 서비스의 중단 및 종결 조건에 대해 명시한다.
③ 서비스 조정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절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에 어
긋날 때, 서비스 이용자의 부적절한 서비스 요구가 있을 경우, 서비스가 이
용자에게 맞지 않을 때,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을 때 그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통보하고 서비스를 조정한다.

④ 서비스 종결은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중단의 의사가 있을 경우, 우리 복
지관 서비스 담당지역 이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을 경우,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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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겼을 경우, 타 기관과 서비스가 중복되었을 경우, 기타 사례회의
를 통해 서비스 종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을 때 그 사실을 클라이언트에
게 통보하고 서비스를 종결한다.

⑤ 동의서에는 클라이언트의 의무와 권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동의서는 최초 서비스가 제공될 때 처음 작성하고, 이후 매년 1월-2월초에
작성하여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가 같이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22조 (자원연결 ) 클라이언트의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자원
을 연결한다.

① 우리 복지관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원을 연결할 때에는 지원 기준이
적합한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우리 복지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
의 문제 및 욕구해결을 위해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③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연결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클라이언트의 비공식지원체계인 가족과 친지, 이웃 등에게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클라이언트의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하는데 있어 사례관리자의 자원개발 노
력만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복지관 차원의 자원개발도 실시할
수 있다.
제 23조 (자원의 목록화 ) 우리 복지관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 가능한 사회
자원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한다.

① 사회자원에 대한 리스트는 우리 복지관의 모든 직원이 참여하며 새로운 자
원이 개발되면 계속 업그레이드 한다.

② 사회자원 리스트 주 관리자는 재가복지 팀장이 담당한다.
제 24조 (개입의 수준 ) 사례관리를 진행함에 있어 사례의 긴급성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개입의 수준을 결정하여 개입한다. 사례의 관리수준은 단순형, 일반
형, 집중형, 위기개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준을 고려하여 개입한다.

① 단순형은 큰 위기상황이 없는 클라이언트로 기본적인 서비스의 연계와 관
리만으로 지속적인 보호가 가능한 사례를 말한다. 단순형 사례에는 계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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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1회 이상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2개월에 1회 이상 가
정방문을 통한 면접상담을 실시한다.

② 일반형은 현재 위기상황은 없지만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클
라이언트의 변화요인이나 환경적인 변화요인이 많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한 사례를 말한다. 일반형 사례에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2주에 1회
이상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1개월에 1회 이상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상담을
실시한다.

③ 집중형은 현재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클라이언트 주변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긴급하게 개입이 장기간 필요한 사례를 말한다. 집중형 사례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부전화와 가정방문, 면접상담 등이 수시로 이
루어져 클라이언트의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④ 위기개입은 현재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클라이언트 주변의 급격한 환
경변화로 인해 긴급하게 개입이 단기간 개입이 필요한 사례를 말한다. 위기
개입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자 뿐만 아니라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접근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위기상황이 끝나면 클라이언트의 개입수준을
조정한다.

⑤ 사례의 개입수준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며, 클라이언트의 환경변화에 따
라 개입수준이 변동될 수 있다.

⑥ 사례관리자는 단순형, 일반형, 집중형 사례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 비율
을 단순형 70%, 일반형 25%, 집중형 5%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5조 (사례관리 주체별 역할 ) 사례관리에 따른 클라이언트 및 비공식지원체계,
서비스제공자, 사례관리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클라이언트 및 비공식 지원체계
㈎ 제공될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 서비스를 획득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 서비스 획득을 위해 지지를 제공하거나, 책임 분담
㈑ 문제의 이해, 해결방안의 추구, 변화계획의 수행, 변화의 평가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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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클라이언트를 위한 특정한 과업 수행
㈓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과 직면
㈔ 서비스의 감소 또는 종결을 위해 준비
② 서비스제공자
㈎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례관리자의 업무 소개
㈏ 서비스 제공과 계약서 작성
㈐ 서비스 전달 점검
㈑ 서비스 수정
㈒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또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갈등 중재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 동원
㈔ 서비스 제공자의 실질적인 수행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원목록이나 서비스
인명부 작성

㈕ 클라이언트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 고안
㈖ 서비스 전달에 대한 장애를 확인하고 보고 함.
㈗ 가족, 공공기관 등과 서비스 조정
③ 사례관리 기관
㈎ 필요한 경우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에게 알림.
㈏ 기관의 정책이나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알림.
㈐ 사례기록, 행정 또는 평가에 관한 필수적인 보고서를 만들고 최신보고서
수록

㈑ 필요하다면 자문을 구함
제 26조 (점검 ) 점검(Monitoring)은 서비스가 실제로 계획되어 제공되는 동안 기존의
계획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클라이언트가 만족스러웠는지를 점검
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즉 서비스가 적절한
가, 서비스의 질이 높은가,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단계이다.

①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방문(home visiting), 전화통화(telephone c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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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letters),

설문지 발송(questionnaires),

직원간·기관간의 상담(inter-

staff/agency consultation), 관찰(observation)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② 점검의 내용은 서비스 질에 대한 점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점검, 서비스 제
공자에 점검 등으로 이루어진다.

③ 점검은 매년 6월말에서 7월초에 사례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재사정도 같이 이루어진다.
제 27조 (재사정 ) 재사정이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한 사례관리
계획의 변경, 즉 사례관리 계획의 수정을 의미한다.

① 재사정은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과 점검과정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반기의 중간평가나 연말
에 실시하는 평가의 결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②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계획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수정이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시급하거나 중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에 사례회의를 요청하여 수시로 재사정을 한다.

③ 서비스의 조정이나 수정의 필요성이 파악된 상태에서 상반기 중간평가나
연말 평가 과정을 통해 재사정을 한다.

④ 재사정은 재사정 기록지를 사용한다.
제 28조 (평가 ) 평가는 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욕구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수립하고 개입과 점검을 통해 목표가 어느 정도 달
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① 평가의 내용은 서비스의 지원계획이 적합하였는지, 결과목적이 달성되었는
지, 제공된 서비스가 효과적이었는지, 클라이언트는 만족하는지, 그리고

평

가결과와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② 재사정과 평가가 다른 점은 재사정이 클라이언트의 보호계획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서비스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인 반면에
평가는 가치와 종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호계획이 클라이언트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판단하는 효과성에 초점을 두는 과정이다. 평
가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례관리의 적용을 지속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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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게 해주는 만큼 상당히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③ 사례평가는 매년 1월에서 2월사이에 실시하며 평가를 통해 당해연도 서비
스제공 내역을 확정한다. 따라서 사례평가에서는 재사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다. 양식은 사례관리 평가서를 활용한다.
제 29조 (종결 ) 종결은 사례관리의 마지막 단계로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례관리자가 종결을 결정할 때는 클라이언트
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근거하여 판단하고 결정한다.

① 클라이언트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례를 종결한다. 단, 세대 중심의 사례로서
주 클라이언트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가족 구성원에게 지속적인 보호가 필
요할 경우에는 주 클라이언트를 가족구성원 중 한명으로 변경하여 지속적
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② 클라이언트가 우리 복지관 서비스 제공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
였을 경우 사례를 종결한다. 이런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이주하게 되는 지
역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안내하거나 사례를 의뢰한
다.

③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입소하게 될 경우 사례를 종결한다. 클
라이언트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바로 사례를 종결하지 않고 2개
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종결한다.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클라이언트가 사
회복지시설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함이다.

④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수혜를 거부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사례회의를 거쳐 종결할 수 있다.

⑤ 주 클라이언트가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이들이 성인(고등학교 졸업)이 되었을
경우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례회의를 거쳐 종결 시기를 연
장할 수 있다.

⑥ 클라이언트가 우리 복지관의 서비스에 너무 의존적이거나 부정적이고, 클라
이언트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서 무리한 요구만을 요청하는 등 클라이언
트의 의지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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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거쳐 종결할 수 있다.

⑦ 기타 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를 종결할 수
있다.
제 30조 (의뢰 ) 의뢰(refer)는 클라이언트를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타 서
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사례를 완전히 의뢰하는 것과 서
비스만 의뢰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뢰를 하거나 받
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실시한다.

① 사례의뢰 :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종결하고 타 기관에 사례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서를 통하여 문서로 의뢰한다. 의뢰서에는 종결평가서, 최근
인테이크(intake) 자료를 첨부한다.

② 서비스 의뢰 : 서비스 의뢰는 주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및 욕구
를 해결하기 위해 타 기관의 자원을 연계할 때 활용한다. 서비스를 의뢰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뢰 기관의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의뢰한다.

③ 내부의뢰 :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다른 팀에 의뢰하는 것이다.
④ 외부의뢰 : 외부 기관으로부터 사례 및 서비스의 의뢰로 반드시 서면으로
의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외부에서 의뢰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제19조(소
요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개입하고 그 결과를 의뢰기관에 유선으로 통보한
다.
제 4 장

사례관리의 활용

제 31조 (사례관리의 내용 ) 우리 복지관에서의 사례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인테이크(intake), 사정, 보호계획,
개입과정, 점검, 평가 등의 전반적인 사례관리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 사례관리 대상자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상자 파일에는 복지관을 이
용하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기록과 그들
이 지닌 문제와 욕구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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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대상자 파일에는 대상자에 대한 최근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 계속 관리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대상자 파일의 양과 질은 제3차의 입장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2조 (담당부서 ) 우리 복지관에서의 사례관리 담당은 클라이언트의 주 호소 문
제의 유형에 따라 담당부서를 구분한다.

① 클라이언트의 주호소문제가 의료적인 문제해결이 최우선인 클라이언트는
의료복지팀에서 담당한다.

② 아동 또는 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가족복지팀에서 담당한다.
③ ①항과 ②항을 제외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는 재가복지팀에서 담당한다.

④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제 33조 (주사례관리자 ) 주 사례관리자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사례관리자를 말한
다.

①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주 호소 문제를 기준으로 담당부서를 분류하면 각
부서에서는 각각의 사례별로 주 사례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각 사례관리자는 배분된 사례들의 문제 및 욕구의 경중에 따라 집중, 일반,
단순형으로 관리유형을 분류하여 관리한다.

③ 대상자가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
우 주 사례관리자는 주 호소 문제를 기준으로 분류한 부서의 사례관리자가
된다.

④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 대상자(또는 그 구성원)가 사례관리가 되는 개별프로
그램에 참여할 경우 주 사례관리 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본래의 사례
관리자가 주 사례관리자가 되지만, 주 사례관리 대상자와 프로그램 참여자
가 다를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대해 별도의 파일을 만들
어 프로그램 관리자가 사례관리를 한다. 이럴 경우 대상자 가정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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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파일이 관리된다.
제 34조 (주사례관리 대상자 ) 주 사례관리 대상자란 사례관리가 되는 주된 대상자

(파일명에 기재)를 말한다.
① 주 사례관리 대상자는 대상자 가정에서 가장 취약하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
고 있는 구성원으로 한다.

② 대상자 가정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들 중 복수의
구성원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누구를 주 사례관리 대상자로 할지
어려울 때는 세대주를 주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다.

③ 주 사례관리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3개월 이상 연락이 끊겼을 경우 주 사
례관리 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다. 주 사례관리 대상자는 ①,②항에 의해
결정한다.
제 35조 (전산프로그램 활용 ) 사례관리에 대한 기록 및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한 기
록은 우리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우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① 진우정보시스템의 서비스파트/대상자/요보호세대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② 복지관에서 사례관리가 되는 대상자는 모두 요보호세대관리에 등록되어 있
어야 한다. 따라서 각 팀별, 프로그램별 대상자 분류 기준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무료, 유료, 후원, 상담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음을 전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항상 입력하여야
한다.

㈎ 무료서비스에 대한 입력은 우리 복지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무료로 제공
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모두 클라이언트 이름으로 입력이 되
어있어야 한다.

㈏ 유료서비스에 대한 입력은 우리 복지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유료로 제공
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등록과 동시에 입력이 된다.
따라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모두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한다.

㈐ 후원은 대상자에게 결연후원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후원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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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서 결연대상자별로 후원금 지급에 대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상담은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담내용을 상담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특히 재가대상자(1,3,4팀)의 경우 안부 및 일
상적인 접촉에 관한 내용까지도 입력이 되어야 하며, 사례관리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나 가정방문서비스로 인한 내용도 입력되어야 한다. 아울러 클
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사례관리자가 노력한 다양한 활동
도 기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례관리자가 동주사무소에 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하여 정보를 파악하였다
면 이러한 내용들이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한 상담이 아닐지라도 이를
상담에 입력하여 기록으로 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요보호세대관리 프로그램 활용 방법
㈎ 가장 먼저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 대상자를 요보호세대관리 프로그램에 등
록하여야 한다.

㈏ 대상 구분을 활용하여 각 팀별, 프로그램별로 구분한다.
㈐ 가족정보등록을 활용하여 세대원을 등록한다.
㈑ 세대별 수혜현황을 검색하여 서비스를 연결시킨다. 이때 무료, 유료, 후원,
재가 등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없으면 연결되지 않는다.

㈒ 면접기록은 대상자에 대한 기본 정보가 변동이 되었을 때 사용한다.
제 36조 (대상자연명부 ) 대상자연명부는 서비스제공 대상자 명단과 구별되는 것으
로 연명부는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서비
스를 제공받고 있거나 제공받았었던 모든 대상자들에 대한 기록이다. 따라서
연명부라 함은 우리 복지관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되어 한번이라도 서비스
를 받았던 모든 대상자들의 리스트 이다.

① 연명부는 각 팀별로, 각 프로그램별로 관리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에
게 부여된 관리번호는 하나로 그 이용자의 고유번호이다.

② 연명부는 등록순서로 기록하며 성명, 사진, 보호구분, 주민번호, 주소, 연락
처, 등록, 종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 팀 및 프로그램 담당자는 전체 대상자 연명부와 당해연도 관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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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체연명부는 대상자가 등록한 순서대로 정리된 파일을 말하며 비치하는
방법은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출력하여 비치한다.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신규대상자와 종결대상자는 전산파일에 계속 기록한다. 단 종결 대상자는
수기로 연명부에 기재한다.

⑤ 당해연도 연명부라 함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연명부를 말한
다. 다시 말해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현재 까지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에 대
한 리스트로 당해연도 1월1일 이전에 종결된 대상자는 연명부에서 빠진다.

⑥ 사례관리 담당자는 관리하고 있는 사례를 전문형(A), 일반형(B), 단순형(C)
등으로 분류하여 리스트를 관리하고 팀장은 관리 수준에 따라 사례관리자
가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슈퍼비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7조 (재등록 ) 재등록이란 우리 복지관에서 사례관리가 진행되다가 종결된 클라
이언트가 다시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① 종결된 클라이언트를 재등록할 경우에는 재사정을 통하여 재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단,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 및 주변 환경의 변화가 많을 경우
에는 신규 대상자 등록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② 재등록된 클라이언트는 기존 종결된 파일을 다시 복원하여 이전과 연계하
여 관리한다. 단, 종결시점이 3년 이상 되어 파일을 복원하기 어려울 경우
에는 새로운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 38조 (기록 ) 기록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기록을 통해 사
례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록하
여야 한다.

① 기록은 개입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서비스 및 현황, 문제 확인 및
해결, 조정, 자원의 개발 및 연계, 클라이언트의 노력, 사례관리자 및 기관
의 노력 등에 대한 기록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기록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최근 현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③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기록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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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클라이언트의 내방, 안부전화, 가정방문, 특정 프로그램의 참여 등에 대한
기록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활동도 기록한다.
⑥ 서비스연계 및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관리자의 노력도 내용과
함께 기록되어져야 한다. 즉,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모든 활동과 서비스들이
기록되어져야 한다.

⑦ 기록의 방법
㈎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다.
㈏ 클라이언트의 반응 및 태도에 대해 기록하고, 사례관리자의 의견을 기록
한다.

㈐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반드시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사례회의 및 사례평가에 대한 기록도 빠트리지 않아야 한다.
㈒ 방과후교실과 장애 방과후 프로그램의 경우 위의 내용 이외에 관찰기록을
실시한다. 방과후교실 같이 매일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특이사항이 없으
면 주1회 정도 관찰기록을 실시하고, 장애방과후 프로그램 같이 주로 집
단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은 구성원이 개별화 부분을
기록한다. 방과후교실의 경우 매월 말 사례관리자의 의견을 기록하도록
한다.

㈓ 사례관리의 기록은 클라이언트의 항상 현재사항을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면 근황을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 도시락 배달 봉사자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도 기록하여야 한다.
㈕ 가정봉사원 파견이 이루어질 경우 가정봉사원의 활동내용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 39조 (대상자파일 ) 사례대상자 파일은 각 가구당 1개의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 대상자가 우리 복지관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례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 사례관리자는 가구원 전체에 대한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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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담당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한다.

① 대상자 파일에는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문서가
철해져 있어야 한다.

② 대상자 파일의 정리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왼쪽

오른쪽

1

인테이크(intake) 시트지(가장최근에 작성된 것)

1

서비스진행일지

2

서비스계획서

2

상담진행일지

3

서비스동의서

3

4

점검 및 평가서

4

㈎ 왼쪽 맨 앞쪽에는 항상 인테이크(intake) 시트지(가장 최근 것)가 위치하
고 그 아래로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되 날짜가 최근 것이 앞쪽에 오도록
정리한다.

㈏ 오른쪽은 진우전산 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서비스 및 상담진행일지를 매월
출력하여 결재를 받도록 한다.

㈐ 항상 대상자 파일의 왼쪽에는 클라이언트 정보와 관련된 내용, 오른쪽은
서비스 및 상담진행내용이 철해질 수 있도록 한다.

㈑ 대상자 파일의 내용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철하기가 어려울 경우 새로운
파일에 분철한다. 이때 파일의 왼쪽에 있는 정보내용 중 가장 최근에 작성
된 것을 기준으로 복사하여 새로운 파일에도 철한다.

㈒ 대상자 파일은 연도구분 없이 계속 하나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파일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종결대상자 파일, 미등록대상자, 의뢰받은 대상자, 의뢰한 대상자 등에 대한
서류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각각의 파일 앞에는 리스트를 부착하여 보관하
여야 한다. 종결대상자의 파일은 분리하여 인테이크(intake)지가 맨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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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왼쪽에 정리된 서류가 위쪽)하여 종결대상자를 모아 묶어 보관한다.
(맨 앞 페이지에는 종결대상자 리스트가 있어야 한다)
제 40조 (사례관리 행정절차 ) 우리 복지관의 사례관리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례가 의뢰되면 스크리닝을 거쳐 17일 이내에 가정방문 및 면접상담 등의
인테이크(intake)를 실시한다.

② 인테이크(intake)가 완료되면 자료를 정리하여 14일 이내에 사정회의(사례
회의)를 통하여 제공 서비스 내용을 결정한다.

③ 제공 서비스 내용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클라이
언트에게 제공서비스 내용을 통보한다.

④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내용을 통보한 후 1주일 이내에 서비스동의서를 작
성하여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가 서명하고 이에 대해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서비스 동의서에 서명이 완료된 시점부터 개입(서비스 연계)이 시작
된다.

⑤ 개입이 시작되면 대상자 파일을 만들어 보관하고 매월 제공된 서비스 내역
및 상담내용에 대해 결재를 득한다.

⑥ 재사정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마다 수시로 실시
한다. 재사정은 사례회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⑦ 사례점검은 매년 6월말에서 7월초에 실시하며,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
에 변화가 있을 경우 재사정도 같이 이루어진다. 사례 점검시 재사정을 할
경우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사례점검 양식으로 재사정을 갈음한다.

⑧ 사례평가는 매년 1월에서 2월초에 실시한다. 방법은 사례점검과 동일하다.
⑨ 매년 초 사례평가가 완료되면 모든 사례에 대해 서비스제공계획과 서비스
동의서를 새로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다. 단, 서비스내용이 전년과 동일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⑩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의 변경 및 조정, 종결은 사례회의를 통하
여야 하나 시급을 다투는 위급한 경우에는 사례관리자가 담당 팀장과 협의
하여 선 조치하고 나중에 사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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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조 (자원배분의 적정성 ) 클라이언트의 문제 및 욕구 해결을 위해 사례관리 대
상자에게 제공되는 자원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다.

①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얼마만큼의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적절 한가?에 대해
정답은 없지만 연계하는 자원이 클라이언트를 의존하게 만든다던지? 또는
필요하지 않은 자원을 제공하여 자원이 허비된다든지? 하는 것은 부적절한
자원의 배분이다.

② 결연후원금을 연결할 경우에는 후원금이 대상자에게 어떻게 쓰여 질 예정
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대상자에게 연결하는 후원금
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매월 지급되는 후원금이 10만원을 넘
지 않도록 한다(10만원이상의 결연후원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충
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일시적으로 특정 문제해결을 위한 결연후
원은 예외로 한다.

㈎ 아동 및 청소년들의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제공되는 후원금은 5만원이
상-10만원미만으로 한다.

㈏ 생활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결연후원금은 5만원을 넘지 않는다.
㈐ 특정문제 해결(주거문제, 의료비 등)을 위해 모금(내부 또는 외부 매체)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 특정 대상자에게 후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 결연후원금 지급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지급을 중단한다.
③ 후원물품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필요성보다는 확보된 후원물품에 따라 배분
계획이 수립되고 배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원물품의 종류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차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후원물품이 일상생활용품
일 경우에는 타 대상자들과의 형편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후원물품을 배분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일괄적으로 배분하도록 하
고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후원물품이 남았을 경우 방치하지 말고 다른 대
상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2조 (비밀보장의 원칙 )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비밀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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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켜져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을 위한 업무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 파일은 업무에 필요한 파일만 참조하고 항상 정해진 위치에 보관하
고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업무 참조가 완료된 대상자 파일은 지체 없이
정해진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 및 서비스와 관련 된 내용은 업무회의나 사례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이외에는 언급해서는 안 된다.

③ 클라이언트의 개입 내용을 언론이나 홍보자료, 사례연구 등으로 사용할 경
우에는 반드시 당해 클라이언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직간접적으로 클
라이언트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은 가명으로 하고, 사진 등은 당사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④ 클라이언트의 인적사항이나 관련사항이 인쇄된 종이는 반드시 분쇄기로 파
쇄하여야 하며,

재활용하거나 파쇄하지 않고 폐기해서는 안 된다.

⑤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사례관리자의 비밀번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퇴직자에 대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
다.

⑥ 전산프로그램 및 대상자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자리를 비울 경우에
는 전산프로그램은 접속을 해지하여야 하며, 대상자 파일은 정해진 위치에
보관하여 방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 43조 (사례관리 슈퍼비전 ) 우리 복지관의 사례관리에 대한 슈퍼바이저는 해당
팀장과 부장이다. 또한 우리 복지관의 사례관리 슈퍼비전 체계는 다음과 같다.

① 사례관리 슈퍼비전의 범위는 사례관리자의 역할, 사례관리 과정과 기록 등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② 해당 팀장은 사례관리 수준에 따른 사례관리자의 개입에 대한 슈퍼비전, 사
례관리 행정절차에 대한 슈퍼비전, 대상자 개입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슈퍼
비전(매월 파일 결재시 결재면에 슈퍼비전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도록 함),
기타 사례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슈퍼비전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기록하여
야 한다.

③ 부장의 슈퍼비전은 팀장의 슈퍼비전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복지관 전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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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관리에 대한 슈퍼비전, 사례관리 시스템 및 부서 간 협조 등에 대한 슈퍼
비전, 기타 사례관리 전반에 대한 슈퍼비전을 실시한다.

④ 클라이언트와 관련 된 슈퍼비전은 상담 프로그램에 기록하고, 기타 슈퍼비
전 내용은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제 44조 (업무협조 ) 우리 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2개부서 이상에 걸
쳐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부 업무협조를 통해 원
활한 사례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① 2개부서 이상에 걸쳐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부서에서 모
두 사례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한 개의 부서와 사례
회의를 하고 타 부서에서 의뢰서를 통해 서비스를 의뢰하도록 한다.

② 의뢰서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서비스
제공을 타 부서에 의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 부서에서 대상자의 서비
스를 의뢰할 때에는 의뢰서를 보내면서 의뢰하는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전
달을 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의뢰를 받은 팀에서는 의뢰받은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준에 상응
하는지?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통보는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나 그 결과를
대상자 파일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 파일에는 서비스를 의뢰한 의뢰서를 첨부하고 결과에 대한 내용을
기록 하여야 한다.

⑤ 만약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시 사례회의를 통해 개입방법을 모
색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관련부터 담당직원도 사례회의에 같이 참석하도록
한다.

⑥ 의료, 장애인, 방과후 교실에서 대상자를 의뢰 받았을 경우 필요시 담당 직
원이 재 인테이크(intake)를 실시하여 사례회의를 하도록 한다.
제 45조 (사례관리의 질적 접근 ) 사례관리자는 질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
하여야 한다.

① 질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기본전제는 사례관리 이론에 대한 이해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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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지속적인 이론학습과 매년 말 사례연구발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② 사례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및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클라이언트의 변화
를 위해 개입함으로써 사례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례관리에 있어 질적인 접근이란?

이러한 사례관리 목적 달성을 위해 사

례관리자가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개입하여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
는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기록에 있어서도 있는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토대로 문제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공
유하고, 개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사례관리에서의 질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자의 능력 및 태도
가 매우 중요하다. 사례관리자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단,
사례관리자의 너무 과도한 열정과 노력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⑤ 우리가 만나는 사례 유형별 개입 매뉴얼과 연계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인 클라이언트는 어떤 자원을 연계하고 어떻게 개입
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가정폭력이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방침이나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⑥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제 46조 (사례관리의 기본원칙 ) 우리 복지관의 사례관리는 우리 복지관이 담당하고
있는 담당 지역의 특성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다음과
같이 기본원칙을 정한다.

① 우리 복지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주호소문제의 유형에 따라 3개의 팀으로
구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첫째, 의료적인 문제해결이 최우선인 클라

이언트는 의료복지팀에서 담당하고, 둘째, 아동 또는 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가족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셋째, 그 외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는 재가복지팀에서 담당한다.

② 그 외 6개월 이상 우리 복지관에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클라이
언트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 담당직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심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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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 팀별, 프로그램별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대상자 관리방법을 문서화하고
이에 의해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④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에 따라 다양한 사회자원을 연계하는
것으로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례관리의 원칙에
맞지 않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우리 복지관에 등록된 클라이언트들의 욕구가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상
설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⑤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인테이크(intake)부터 종결할 때 까지 모든 과
정에 참여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례
관리에서 사례관리자의 능력과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⑥ 내부자원이라 함은 현재 우리 복지관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연계가 가
능한 자원으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말한다.

⑦ 외부자원이라 함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하가 위한 자원이 현
재 우리 복지관에 없지만 우리 복지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필요한 자원
을 가지고 있어서 연계가 가능한 자원을 말한다.

⑧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 해결을 위해 우리 복지관에서 개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클라이언트는 초기단계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refer)하는 것이
좋다.

⑨ 사례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항상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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