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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연구는지역사회네트워크기반사회복지 로그램기획을 비함에있어컨셉트맵핑을활용하고그 용
가능성을경험 으로확인하는것이다.컨셉트맵핑은다양한이해 계자들사이의모호하고복잡한아이디어
를구조화하여시각 으로제시해주는의사결정도구이다.이미상담,간호,공 보건등휴먼서비스 역을
심으로 로그램기획 평가과정에서나타나는복잡하고추상 인아이디어를개념화하는데활용되고있
다.최근,우리나라에서도상담 의료 역에서서비스제공자와이용자간의존재하는성과의차이를경험
으로 인지하고,합의를 이끌어 내는 도구로 활용하고 그 효과성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역시북구에서 아동·청소년을 상으로 진행되고있는부산공동모 회지원CI사업의
3차년도사업기획을 비하면서사업주체들이기 하는성과를컨셉트맵핑을활용하여개념화하 다.컨셉트
맵핑은 비 단계,아이디어 수집 단계,서술문 구조화 단계,표 단계,분석결과 해석 단계,유용화 단계로
이루어졌다.참여자들은부산북구사회복지기 종사자11명이 으며,이들이제시한서술문은총60개 다.
이들이제시한서술문을유사성행렬형태로 환하여다차원척도법분석을실시하 다.군집은총5개로,‘아
동·청소년의인식 태도변화’,‘아동·청소년체계의변화’,‘우호 인지역사회형성’,‘지역주민의변화’,‘사업
공 주체의변화’다.이 가장우선 으로성취되어야할성과는‘아동·청소년의인식 태도변화’로,이
성과를 심으로3차년도사업을기획하게되었다.컨셉트맵핑을활용하여성과를개념화하는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면서,참여 구성원들은 사업의 성과에 해 명확하게 개념화하 고,이 성과에 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 중심어 : 컨셉트 맵핑 프로그램 성과 프로그램 기획

Abstract

Thepurposeofthisstudyistoverifytheapplicabilityofconceptmappingintheprocessofplanning
socialwelfareprogrambasedoncommunitynetwork.Conceptmappingisakindofdecision-making
methodthatstructuralizedcomplexideasandpresentedvisually.Already,conceptmappingiswidely
utilizedincounseling,nursingandpublichealthareatoplanandevaluationtheirprogramandservice.
Forrecent,effectivenessofconceptmappinghasbeenreported.Conceptmappingisaeffective
decision-makingmethodthattheyrecognizeoutcomegapbetweenserviceproviderandclient,reach
theoutcome'sconsensusincounselingandnursing,medicalarea.
Inthisstudy,weconceptualized3rdyearoutcomesofCommunityImpactProjectthatwassupported
fromBusanChestusingconceptmapping.ThisCIprojectinterveneschildrenandyouthwholives
in Buk-gu,Busan.Conceptmapping hassix stages-preparation,collecting ideas,structuring
statements,representingstatement,interpretingtheresultsoftheanalysis,applyingtheresults.We
followedthesesteps.Theparticipantswereworkingatsocialwelfareorganizations,total11persons.
Weobtained60statementsandanalyzedusingmultidimensionalscaling.wecollected5clusters,
cluster1'awarenessandattitudechangeofchildrenandyouth',cluster2'socialsystemchangeof
childrenandyouth',cluster3'friendlycommunityformation',cluster4'communitypeoplechange',
cluster5'serviceproviderchange'.Asaresult,amongtotal5clustersformed,'awarenessand
attitudechangeofchildrenandyouth'cametothestrongestoutcomes.Whenconceptmappingwas
appliedtotheprogram planning,theconsensusoftheopinioncameeasilyinthedecision-making
process,andtheparticipantswereempowered.Inaddition,clearconceptualizationoneachelementof
theprogramplanningwasmade.

■ keyword : Concept Mapping Program Outcome Human Service Program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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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개인혹은지역사회가직면하게되는욕구와문

제가다원화되어가면서이에부응하는서비스제공양

상과 조직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과거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존재했던 주체는

고작 사회복지 이 고,사회복지 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학습 주의 사회교육 로그램이 유일했다.지

은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각종 심리·상담센터,청소

년수련 ,청소년쉼터,지역아동센터,건강가정지원센

터,각종문화센터등에서제공되는학습지원 로그램,

심리정서치료 로그램,여가 로그램등다양한주체

들과 서비스들이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다.사회복지

서비스 공 주체의다양화는 이에 응하는 욕구와 문

제가 다양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사회복지실천 장에서확인되는새로운변화는

욕구·문제의 다양·복합성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 존재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공 주체들의 활동 경향이 ‘네트

워크 심’으로 변해 가고 있다[3].지역사회 차원에서

의 문제해결은 개별단일조직보다는 여러개의 조직들

이연합하여공동으로활동한다. 를들어사회복지공

동모 회의 유아 통합지원사업인 ‘시소와 그네’라든

지,CI(communityimpact)사업이 그것이다.지역사회

내 발생하는 유아 련한문제들은 사회복지조직 뿐

만아니라어린이집등의보육시설,유치원, 등학교와

같은교육기 ,의료조직이연 하여해결하고있다.다

양한 역의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상자 입장에서

는 한 곳에서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 서비스 이

용의만족도가높아지며,서비스공 자입장에서는문

제해결의집 성이높아지고,필요자원확보가용이하

며,서비스의 복과 락이즉각 으로확인되어서비

스운용에도효율성이높아진다.이러한 정 인결과

가 지역사회 내에서 가시 으로 확인되고 있어[12],서

비스제공조직들은지역사회문제해결을 한조직간

네트워크를 당연하면서도 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지역사회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

들이함께 참여하여문제해결을 도모하는데에는 정

인측면도있지만,문제해결방법이나기 하는성과

에 한합의도출은참여주체들이직면하게되는과제

이기도하다[4].하나의문제를해결하기 해참여하는

조직들은자신들만의 고유한 략과 방법을 연 차

원에서 공유하기 때문에,참여 의도와 목 에 따라 사

업 연 정도와 상자 변화의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

다.이것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

서비스공 주체들간의이해충돌(interestcollision)이

나가치갈등(valueconflict)이야기될수있다[8].궁극

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동력을 약화시켜 기 했

던 문제해결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여러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는 사업의 성공

요건은 참여주체들이 얼마나 사업에 한 이해를 함께

하느냐하는것이다.그래서상호이해와합의를이끌어

내기 하여델 이기법(delphimethod),명목집단기법

(nominalgroupingtechnique), 집단기법(focused-

grouptechnique)등의 의사결정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한다.이방법들은‘다수의의견이특정1인이나소수의

의견보다 합리 이다’라는 근거에 따라 민주 인 차

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1].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집단역동이고려되지않기때문에참여자모

두의 의사가 수렴되어 채택되기 어려운 이 있다.

최근,간호,상담,정신보건 등 휴먼서비스 역에서

다양한 공 주체들이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집단역동을활용하여사업 반의이해와합의를도출

함으로써성공 인사업수행 결과성취를지원하는

컨셉트맵핑(conceptmapping)을의사결정도구로활용

하고있다.컨셉트맵핑은복잡한아이디어나이슈들을

구조화된 개념(structuredconceptualization)으로 도출

해 내는 의사결정도구이다[17].이 도구를 활용하여

로그램 개입에 한 성과를 합의해 나가는 데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연구들이 지속 으로 발표되고 있다

[2][5][7][8][10][11].이들 연구에서는 서비스 공 주체

로서의 이해 계자들,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존재하는이견을명확히인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컨셉트 맵핑이 실용 인 도구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복합 인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를 문

으로 다루는 사회복지 역에서컨셉트맵핑의활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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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은소극 으로논의되어왔던것이사실이다.그동

안 사업의 주체가 단일하 거나,여러 주체가 함께 참

여하더라도주도하는 단일조직에의해 제시되는 략

과 성과에 순응하는수 으로 조직들이 단순히 연결되

어 있는 경향이 짙었다.근래에 융합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근인식이확산되면서,자원의한정과문제

해결능력의한계를경험한사회복지 조직들이 유사 서

비스 조직들과의 네트워크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 ·물 자원공유를통한단순연계에서문제해결을

한 보이지 않은 가치와 생각을 공유하고 이를 사업

목 과 략에 담아내는 활동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 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복

지 로그램 과정에 컨셉트 맵핑을 용해 보는 것은

사회복지 로그램기획 측면에서충분한가치와의미

를가진다고보여진다.컨셉트맵핑의의사결정단계에

따라참여 주체들의복잡한생각과의견들을 구조화하

여 시각 으로 제시해 다면,도출된 결과에 한 참

여주체의 이해가 높아지고궁극 으로 사업 수행의 집

도와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에서는지역사회네트워크를기반으로사회복

지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참여주체들이 컨셉트 맵

핑을활용하여 로그램 성과에 한 구조화된 개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이를 근거로 컨셉트 맵핑이 사회

복지 로그램 기획에 있어 어떠한 유용성을 가지는지

경험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회복지 로그램은 부산 역

시 북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CI사업으로,부산사회복

지공동모 회지원을받아2차년도까지진행되었다.사

업의 주된 상은 아동·청소년이며,북구 지역의 복지

지역아동센터,학교 등 련된 다양한 기 들이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함께 해결

하고 있다.부산사회복지공동모 회의 마지막 지원이

이루어지는3차년도에는이 과달리참여주체를확

하고,신규 사업 개발도 하려고 비 이다.그래서 이

에참여한주체와새롭게참여하게되는주체들간의

사업 이해의 차이,사업 성과에 한 차이가 두드러지

게나타나이들간의차이를인지하고사업수행내용과

사업 결과에 한 합의를 도출하여 3차년도 사업을 계

획하기 해서 컨셉트 맵핑을 활용하고자 하 다.

참여자들은 북구에 있는 복지 지역아동센터 직

원 11명이 다.이들의 직 은 사회복지사가 4명

(36.4%), 리2명(18.2%),과장4명(36.4%),센터장1명

(9.0%)으로,실무 사업담당자와 간 리자가 많이 참

석하 다.성별 비율은 남성이 3명(27.3%),여성이 8명

(72.7%)이 다.

2. 연구 절차

컨셉트 맵핑은 총 여섯 단계로 진행된다[14].컨셉트

맵핑에필요한제반사항들을 비하고,합의가필요한

이슈나아이디어를수집하고,이것을구조화·분류화작

업을통해서도출된결과를분석·해석하여참여구성원

들이동의하는개념을합의해내는과정으로진행된다.

이과정을원활히수행하기 해서는컨셉트맵핑과해

당 로그램에 한 이해가 있는 진자(facilitator)가

필요하다. 진자는집단역동과정에참여하면서,참여

구성원들이 논의되는 이슈에 해서 이해할 수있도록

돕고,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되는 이슈에 한 아이디

어들을 소외시키지 않고서술문형태로생성되도록 지

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본 연구의 진자는 연구자

본인이 수행하 다.

진자의안내에따라컨셉트맵핑이여섯단계로나

어서 진행된다.첫 번째, 비단계로 논의의 을

개발하고 참여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을 명확하게

결정하는것이 다음 단계의 서술문 수집이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이 집단에서 선택한 의 서술문

은 “3차년 북구 CI사업의 기 성과는 무엇인가?”이

다.북구 CI사업은 아동·청소년의 문제에 개입하는 지

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긴 하지만,개입의 차원이 아

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모 가족,조직,지

역사회등다양하기때문에사업의기 성과에 한혼

란과 참여조직 구성원들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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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래서특정개입차원을한정하지않고개념화과

정을 통하여 합의된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 다.

그다음참여자의범 를결정하여선택하는것이다.

이 로그램은부산북구의아동·청소년의문제와욕구

에 개입하는 지역네트워크 사업으로,이미 2차년도 사

업까지진행되었지만3차년도사업을 비하는담당자

들이 다수 변경되었다.그래서 본 사업에 한 참여

기 담당자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 다.이

번 집단에는 본 사업에 여한 경험은 없지만 3차년도

사업을 담당하게 될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었다.참여

인원수에 한 제한을 두지 않지만[14]선행연구들을

보면 참여 사이즈를 8명∼15명으로 선택하는 것이

정하다고 보고되고 있다.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11명

으로선정되어,컨셉트맵핑을수행하기에 한크기

라고 단되었다.

두번째,아이디어수집단계이다. 과참여자가결

정되면,실제 인컨셉트맵핑으로들어간다.참여자들

은 선정된 과 련된 서술문(statement)을 래인

스토 (brainstorming)을 통해 발표·공유하게 된다.이

때 참여자들은 다른참여자에 의해서 발표된 서술문의

합법성에 한비 이나논의를할수없으며,모든서

술문은 채택된다[16].이것이 기존의 다른 의사결정도

구와 차별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집단역동에 의해

서배제될수있는의견이컨셉트맵핑에서는서술문의

배제와소외를허용하지않는다.참여자들에의해제공

되는서술문은일차 으로모두수용하고, 진자는참

여자들이말하는서술문을모든구성원이볼수있도록

시각 편의를제공한다.이과정에서수집되는서술문

은 100개 이하가 정하다고 한다[14].부산 북구 CI사

업의 3차년도 성과에 한 서술문은 총 60개가 수집되

었다.발표되는 서술문에 해 이해가 떨어졌을 때는

참여자 한 사람 혹은 진자가 발표자에게 재차 정

확한 의미를 확인하여 서술문 형태로 기술하 다.

세 번째,서술문 구조화 단계이다.서술문에 한 분

류(sorting)와 등 부여(rating)의 작업이 부여된다.참

여자들은 인덱스 카드(indexcard)로 출력된 서술문을

가지고유사하다고 단되는것들끼리묶는작업을[표

1][그림 1]과 같이 수행하 다.서술문 수가 60개이기

때문에 분류 군집의 수는 개인마다 최소 1개에서 최

60개까지 나올 수 있다.그러나 유사하다고 단되는

서술문끼리분류화하기때문에평균 으로7∼10개사

이로 군집의 수가 생성되었다.이 작업은 이후에 다차

원 척도법이나 군집분석의 기 자료로 활용된다.

번호 서술문
1 꿈이 있는 마을 사무국이 만들어진다

2 꿈이 있는 마을 표준모델이 만들어진다

3 북구지역 기관 네트워크가 강화된다

4 학부모 역량이 높아진다

5 사업을 위한 기금모금액이 많아진다

6 북구주민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다

7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

8 북구  지역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향상된다

9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쉽게 알게 된다

10 다른 지역에서 선진지 견학을 온다

11 지역주민이  꿈이 있는 마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다

12 지역주민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많이 알게 된다

13 지역주민들의 자발성이 높아진다

14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

15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

16 부모가 아이의 꿈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다

17 부모가 아이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18 북구발전을 위한 좋은 센터가 유치된다

19 지역주민이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는다

20 부모와 아이가 대화하는 시간이 증가한다

21 아동청소년이 다른 아이들의 꿈을 존중한다

22 아이들이 꿈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23 학업중도포기 학생이 사라진다

24 사각지대 아이들이 갈 곳이 생긴다

25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26 꿈지기 활동영역이 북구전역으로 확대된다

27 북구내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확대된다

28 아이들이 책을 본다

29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30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한다

31 아이들이 여가활동을 즐긴다

32 지역 내 기업들이 사회환원사업에 관심을 갖는다

33 본 사업을 위한 정기후원자가 증가한다

34 아이들이  꿈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자발적으로 생긴다

35 청소년 범죄율이 낮아진다

36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7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 많이 생긴다

38 아이들이 학교선생님을 존중한다

39 학교선생님이 아이들을 존중한다

40 지역내 우범지역이 사라진다

41 아이들이 덜 싸운다

42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많아진다

43 모금회 지원없이 자립할 수 있다

44 프로그램 대기자가 많아진다

표 1. 제시된 서술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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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술문

45
아이들과 지역주민이 프로그램에 대해 타
인에게 추천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46 사업의 규모가 확대된다

47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역량이 높아진다

48 언론을 통한 홍보가 많아진다

49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관이 많아진다

50 아동대상 범죄율이 낮아진다

51 아이들의 언어가 순화된다

52 사업을  통해 북구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진다

53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증가
된다

54 지역내 유해업소가 줄어든다

55 학교부적응 아동이 줄어든다

56 아이들이 인사를 잘한다

57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긴다

58 가족 간의 사이가 돈독해진다

59 주민들이 집 문을 열어놓고 산다

60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단체가 많아진다

표 1. 제시된 서술문 내용 <계속>

그림 1. 서술문 분류 작업 양식

진자는 참여구성원들의 서술문 분류 작업과 더불

어 서술문에 한 등 부여를 안내한다.하지만 이번

집단에서는 개별 서술문에 한 등 부여는 실시하지

않았고,이후에분석결과에 한해석을근거로3차년

도에채택해야할성과의우선순 를선정할때군집에

한 등 부여를 실시하고자 하 다.

네번째,표 단계이다.이단계에서는참여자들이서

술문을유형화하고등 이부여된자료를분석하는것이

다.컨셉트 맵핑에서는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혹은 군집분석(clusteranalysis)을 실시한다

[14].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시각 인 자료를 바

탕으로 군집에 한 명명작업이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다차원 척도법을활용하여 군집

에 한 논의를 실시하 다.다차원 척도법은 상의

유사성에거리모형을 용한것으로[1],유사성이높은

상들은각 상간의거리의차가작게,이질성이높

은 상들은 각 상간의거리의차가크게 나타난다.

다섯번째,분석결과에 한해석단계이다. 상들에

한거리모형값을가지고형성된군집에 한해석이

이루어진다.개념지도는 군집 리스트(clusterlist),

지도(pointmap),군집 지도(clustermap),등 이부여

된 지도(pointratingmap),등 이부여된군집지도

(clusterratingmap)가 있다[16].본 연구에서는 군집

리스트, 지도,군집 지도를 활용하여 3차년도 사업

성과에 한합의를도출하고자하 다.참여자들은분

석된다차원척도법결과를가지고각서술문들이형성

된 군집의 모양,형성 이유에 한 논의를 실시하 다.

이 과정은 이 단계와는 달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

으며,거리상 이질 인 치에 존재하는 서술문 3개

(17번,24번,54번)는 어느 군집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

으로집단구성원들이이를제외하는것에합의하 다.

여섯번째,유용화단계이다.명명된개념지도를가지

고 3차년도에는 어떤 사업 성과에 을 두고 사업방

향 략을기획해야할지논의하 다.이과정을통

해 성과 거틀, 로그램 수행과 운 에 한 구체

인 조직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Ⅲ. 연구결과

1. 차원

컨셉트맵핑과정에참여하는사회복지사들이최소3

개에서 최 11개까지 서술문의 범주를 분류하 으며

이를 토 로 유사성 행렬(similaritymatrix)을 구성하

다.이를 가지고 다차원 척도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스트 스 값이 .31로 나타났다.다차원 척

도법의 모형 합성은 스트 스 값(stressvalu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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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1:아동·청소년의 인식 태도변화
9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쉽게 알게 된다

14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

15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

21 아동·청소년이 다른 아이들의 꿈을 존중한다

22 아이들이 꿈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23 학업중도포기 학생이 사라진다

38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을 존중한다

39 학교선생님이 아이들을 존중한다

41 아이들이 덜 싸운다

51 아이들의 언어가 순화된다

55 학교부적응 아동이 줄어든다

57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긴다

군집 2:아동·청소년 체계에서의 변화
35 청소년 범죄율이 낮아진다

50 아동대상 범죄율이 낮아진다

58 가족 간의 사이가 돈독해진다

군집 3:아동·청소년들에게 우호 인 지역사회 형성
40 지역 내 우범지역이 사라진다

42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많아진다

59 주민들이 집 문을 열어놓고 산다

군집 4:지역주민의 변화
4 학부모 역량이 높아진다

6 북구주민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다

7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

8 북구 지역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진다

11 지역주민이 꿈이 있는 마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다

12 지역주민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많이 알게 된다

13 지역주민들의 자발성이 높아진다

16 부모가 아이의 꿈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다

19 지역주민이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는다

45
아이들과 지역주민이 프로그램에 대해 타인에게 추천하는 횟
수가 많아진다

52 사업을 통해 북구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진다

표 2. 군집별 서술문 문항

확인할수있다.Kane과Trochim(1997)의 연구에의하

면,개념도연구에서의다차원척도법의 정한스트

스값은.205에서.365이내로설명한바있다.이연구에

거하여본연구의다차원척도법의스트 스값은

정한 수 이라고 단할 수 있다. 한 모형 합도 지

수를 확인할 결과 .86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다차원 척도법을 통해 두 가지 차원에 의해 3차년도

사업성과에 한서술문들이범주화하 다.다차원척

도법에서 도출된 그래 와군집 리스트를통해 참여자

들이두가지차원에 한기 을결정하 다.차원1은

‘변화의주체’,차원2는‘성과의범 ’로구분할수있었

다.차원1인‘변화의주체’는북구CI사업을통한변화

의주체가직 상자인아동·청소년과 련된것인가,

혹은이들을제외한지역사회와 학부모와 련된변화

인지에 따라 구분되었다.차원 2인 ‘성과의 범 ’는 북

구CI사업에참여한이용자와공 주체의변화인가,혹

은 참여 상자를 제외한 사업의 체계와 인 라의변화

인가로 구분되었다.

그림 2. 다차원척도법의 결과

2. 범주

컨셉트맵핑연구에서군집의수와그에따른명명작

업은 으로 컨셉트 맵핑작업에참여한구성원들의

이해와 동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13].본 연구에서

도이과정에참여한11명의사회복지사들과함께논의

과정을 통해 군집 수와 군집명을 결정하 다.북구 CI

사업의 성과와 련한 군집은 5개로 도출되었다.다차

원척도법의 그래 와 군집리스트를 가지고 그래 좌

표 상의 서술문 간의 상 거리를 확인하고,서술문

을 동일 군집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고,이에 따

라 범주별 군집명을 명명하 다.

군집1은‘아동·청소년의인식 태도변화’,군집2는

‘아동·청소년의 체계에서의 변화’,군집 3은 ‘아동·청소

년들에게우호 인지역사회형성’,군집4는‘지역주민

의 변화’,군집 5는 ‘사업 공 주체들의 변화’로 군집명

이부여되었다.그러나이과정에서서술문17번,24번,

54번은 어느군집에도 포함되기 어려워 별도의 군집으

로구성하지 않고논의에서 제외하기로참여자들이 합

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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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5:사업 공 주체들의 변화
1 꿈이 있는 마을 사무국이 만들어진다

2 꿈이 있는 마을 표준모델이 만들어진다

3 북구지역 기관 네트워크가 강화된다

5 사업을 위한 기금모금액이 많아진다

10 다른 지역에서 선진지 견학을 온다

18 북구발전을 위한 좋은 센터가 유치된다

25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26 꿈지기 활동영역이 북구 전역으로 확대된다

27 북구내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확대된다

32 지역내 기업들이 사회환원사업에 관심을 갖는다

36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7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 많이 생긴다

43 모금회 지원없이 자립할 수 있다

44 프로그램 대기자가 많아진다

46 사업의 규모가 확대된다

60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많아진다

표 2. 군집별 서술문 문항 <계속>

3. 개념도 해석 및 활용

참여자들이 두 가지 차원에 따라 서술문들을 범주화

하고 그에 따른 군집의 이름을 부여하 다.이를 통해

서 3차년도 북구 CI사업에 한 기 성과를 가시 으

로확인할수있게되었다.북구CI사업에 한성과의

개념도를 두 개의 차원의 사분면에 걸쳐 5가지의 군집

이 분포하 다.

그림 3. 군집지도

‘변화의주체’기 에따라왼쪽면에서는‘아동·청소

년당사자집단에직 나타나는변화’,‘아동·청소년체

계에서의 변화’,‘아동·청소년에게 우호 인 지역사회

형성’으로 나타났고,오른쪽 면에서는 ‘지역주민의 변

화’,‘사업 공 주체들의 변화’로 나타났다. 다른 기

인 ‘성과의 범 ’에 따라서 쪽 면에서는 북구 CI사

업과 련한‘직 이용자 사업제공주체의변화’,아

래쪽면에는북구CI사업과 련하여아동·청소년의변

화의기 라고할수있는‘체계혹은인 라의변화’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서술문을 구조화하여 생성한 군집을 보

면아동·청소년의변화와 련된것보다는사업공 주

체 혹은 지역사회 체계와 련한 서술문이 많고,그것

의 군집의 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다.참여자들 모두

북구 CI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임을 감안한

다면 이러한 결과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들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

고5개의군집을통해도출된성과모두를3차년도에성

취하기는 실 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그래서 우선

성취되어야할성과를합의해나가는것이 략 일수

있다.5개의 군집에 한 등 부여를 통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있다.참여자들각자가5개의군집에

해서 각각 1 에서부터 5 까지 등 을 부여하 다.

군집명 요도
1 아동·청소년의 인식 및 태도변화 4.12

2 아동·청소년 체계의 변화 3.57

3 우호적인 지역사회 형성 3.14

4 지역주민의 변화 3.98

5 사업공급주체의 변화 3.59

표 3. 군집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5개의 군집 가장 요하다고 단되는 성과는 군

집 1에 해당되는 ‘아동·청소년의 인식 태도 변화’이

며,군집4‘지역주민의변화’,군집2‘아동·청소년체계

의변화’,군집5‘사업공 주체의변화’,군집3‘우호

인 지역사회 형성’순으로 성과의 요도가 나타났다.

참여 주체들이 북구 CI사업의 직 서비스 상자에

한성과획득을가장 요한것으로인식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지역사회의 추상 인 변화에 해당

되는‘우호 인지역사회형성’은성과에 한구체 인

인지가이루어지지않은데에기인되어가장낮은성과

요도를 보 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5114

Ⅳ. 논 의

본 연구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로그램 기획

과정에서합의된성과를도출해내기 하여컨셉트맵

핑을 용하여 활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다.북구

CI사업참여주체들을 상으로컨셉트맵핑을 용한

결과,복잡하고다양한이해가얽힐수있는성과의개

념을 구조화하고 유형화하는데 효과 인 도구임이 경

험 으로확인되었다.이후에이루어져야할사업기획

실행에 있어서도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이해와 난

제들에 해컨셉트맵핑을활용하여 의사결정을진행

한다면합의된구조화를효과 으로이루어낼수있음

을 제해 볼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토 로 로그램 기획에서 컨셉트 맵핑

이 용될수있는유용성을제시해볼수있다.컨셉트

맵핑은특정사안에 한이해와합의를신속하게도출

하는데 탁월하다고 볼 수 있다.사회복지 로그램 기

획과정에는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개입이 불가피하

다.왜냐하면기획과정을통해생산되는서비스가혼합

재(mixedgood) 성격을 가지고 있다.서비스의 성과

가서비스에직 참여한 상자뿐만아니라 상자와

련된 체계 반에 향을 미치고,서비스 제공 주체

도 자원제공자에서부터 서비스 직 간 제공자까

지다양한주체들이서비스제공에 여하여생산된다.

이들의 다양한 이해를 고려하여 특정 로그램에 한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물리 으로어려운작업

이될수있다.컨셉트맵핑은다른의사결정기법보다

이들 참여자 모두의 생각이 소외됨 없이 반 될 수 있

다. 한 계자들이한자리에모여그자리에서자료

수집,분석,해석,합의도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

간 약 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유용성은 의사결정 참여자들을 임 워하여

로그램 실행의 극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이다.

컨셉트 맵핑이 의사결정과정의 정치경제 역학 속에

서소외될수있는참여자들에게도의견개진과의사결

정의 기회를 제공해 다는 정 인 결과[15]가 확인

되고 있다.컨셉트 맵핑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한 것

의하나가참여한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한다

는 이다.특정이슈에 해서술문형태로의견을수

집할때,구성원모두에게발언할수있는기회를부여

하고,발언내용 모호한내용들은재차확인하여명

확하게 정리하여 서술문으로 채택한다.수집된 서술문

은 참여 구성원들이 개별 으로 분류하고 구조화한다.

그다음 집단 으로 분류된 서술문을 유형화하고 군집

명을부여하게된다.이처럼개별화,집단화의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구성원들은 집단의 역학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체 으로 참여하게 된다.

델 이기법,명목집단기법등은자료수집 분석,의

사결정 채택의주체가분리되어져서이루어진다.그

러나컨셉트맵핑은자료생성 의사결정의주체가분

리되지않고동일하게구성된다.자신들의의견이어떻

게구조화되어군집에반 되고,그것이어떻게취합되

어 결과로 채택되는지를 직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채택된 결정사항에 한이행 극성과성취성도 높아

질 수 있다.

그럼에도이번연구에한계가존재하 다.북구CI사

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 ,

구청,경찰서,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이

루어진다.이들은 사회복지 과는 다른 조직 정체성을

가지고지역사회에존재한다.이들이참여하여3차년도

사업 성과가 어떻게 도출되고 합의되어지는 경험하는

것이 사업에 한 조직의 참여정도 참여 사업에

한범 를결정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그러나사회

복지 을제외한나머지사업제공주체들이이번컨셉

트 맵핑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 다는 이다.

90년 이 증하는사회문제에 응할수있는사

회복지인 라가부족하 을때,사회 시각은사회복

지조직의 서비스 산출(output)이 다.얼마나 많은 양

의서비스를제공하 는지,얼마나많은사람들에게서

비스의 혜택이 주어졌는지가 곧 서비스의 성공이 다.

하지만 재 지역사회 문제에 응할 수 있는 많은 사

회복지조직들이 존재하며,이들과 유사한 서비스 조직

들도 존재한다. 재의 이슈는 편 존재와 서비스

제공의개별성으로인한서비스 복과 락,궁극 으

로는 표 효율 이지도효과 이지도않은 서비스 제

공방식을어떻게극복하여,문제해결의성과(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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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드러낼 것인가이다.이를 해 공공과 민간의 거버

스,서비스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 등 안 서비스

제공방식들이지역사회에서나타나고있다.그러나서

비스제공행태가바 었다고해서지역사회성과를나

타났다고할수는없을것이다.네트워크화된조직들이

지향하고 기 하는 사업 상주체의 변화,즉 성과가

무엇인지에 한 경험 이고 구체 인 개념화가 이루

어져야 네트워크화된 조직의 동력이 가동된다고볼 수

있다.그래서서비스기획과정에서성과에 한합의도

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런 차원에서 3차년도

북구CI사업의기 성과를 컨셉트맵핑을 통해경험

으로 확인한 것은 실천 ·학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제로

한 로그램 기획 수행에 있어 컨셉트 맵핑이 가지

는경험 유용성과 용가능성이제시되었다고본다.

컨셉트맵핑을통해서도출된기 성과를활용하여,성

과 심의서비스기획 실행 략,평가계획까지논리

·일 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북구 CI사업의 가장 요하다고

합의된 ‘아동·청소년의 인식 태도변화’를 성취하기

하여 향후구체 인 실행 략들이 참여주체 속에서

논의될 것이다.향후 컨셉트 맵핑과 련한 후속 연구

를 제안한다면 의사결정 도구인 컨셉트 맵핑과 로그

램기획도구인논리모델(logicmodel)을 목한연구이

다.컨셉트 맵핑을 활용한 로그램 기획을 연구한 논

문들[6][18]을 보면,컨셉트 맵핑과 논리모델을 활용하

여 로그램실행 략을구축하는것을볼수있다.

로그램기획과정상합의도출이필요한부분에있어컨

셉트맵핑을활용하고,도출된개념화를가지고 로그

램 기획 요소들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로그램수행

의오류들을최소화할수있다는결과들이보고되고있

다.그래서 로그램 기획-실행-평가 과정에 의사결정

도구와 기획 도구를 결합하여 이 도구가 어떤 상쇄

역할을하여실천 유용성을제공하는지,혹은한계를

제공하는지실증 검증을시도하는것이다.비록간헐

이긴하지만이러한외국의사례를근거로,우리나라

사회복지 로그램 실천 장에서 실험하고 그 결과를

토 로 활용가능성을 탐색해 보는것이 충분한 연구의

가치를 제공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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