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은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요소이며 임상적, 행정적 기능을 다 갖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욕구－상황(client－need－situation)1)과 서비스 과정

및진전에관한정보를문서화하여보유하기위해기록한다. 기록은클라이언트

에대한서비스를계획하고실행하고모니터링하고평가하는데사용된다. 기록

된정보는서비스의질, 적절성, 효과를평가하는데에사용되며사례관리, 사

례량관리, 직원관리, 기관관리에도사용된다. 기록은클라이언트, 조직, 지역

사회, 전문직에대한책무성의초점이된다.

사회복지기록은 매우 다양한데, 이 다양성이 사회복지실천의 넓이를 반 한

다. 기록의내용과구조는기관의사명, 조직구조, 인가기준, 직원, 서비스접근

방법, 클라이언트 집단에 따라 기관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기관의

제1장_기록의원칙, 기능, 역사 1

기록의 원칙, 기능, 역사

제1 장

1) 저자들은이책에서기록의초점을기술하기위하여‘클라이언트－욕구－상황’이라는용어를사
용하고있다. ‘클라이언트－상황’에‘욕구’를더한이유는사회복지사가알게되는클라이언트－
상황에대한모든정보를기록에포함하는대신, 서비스과정의목적과방향을제시해주는클라
이언트－상황에대한초점을두어야함을제언하고있다.



기록은병원이나클리닉의기록과는상당히다르다. 같은실천분야에서조차기

록은책무성기준, 재정지원처, 기관간관계의차이때문에상이하다. 사회복

지기록은각서비스교류의독특한특성을강조하려는의도때문에도상이하게

된다. 서비스유형, 실천접근방법, 클라이언트－욕구－상황이다름에따라기록

내용, 초점, 스타일도다를수밖에없다. 

사회복지기록은내용과구조면에서다양하지만공통된초점, 범위, 목적, 기

능도가지고있다. 기록의초점은클라이언트, 욕구, 상황, 서비스교류에대한

독특하면서도공통된특성을기술하고평가하는것이다. 기록의범위는클라이

언트－욕구－상황, 자원, 서비스선택, 클라이언트가선호하는것에대한사정내

용을서비스목적, 목표, 계획, 결정, 활동, 진전, 향, 성과와연결시키는것이

다. 기록의목적은서비스의전달을원활히하고, 실천가와기관의책무성을문

서화하는것이다. 기록은과정으로서뿐만아니라결과물로도기능한다. 정보를

선택하고 검토하고 분석하고 구성하는 기록의 과정을 통해 실천가는 클라이언

트－욕구－상황을더잘이해하게된다. 기록그자체는결과물이기도하다. 기록

은클라이언트－욕구－상황과이미제공된서비스에관한정보저장소로서의역

할도한다.

좋은기록의15가지원칙

좋은기록은다음의15가지원칙을따른다.

원원칙칙 11 :: 가가치치있있는는목목적적에에대대해해균균형형유유지지하하기기

좋은기록은서로경쟁적이면서가치있는네가지목적－책무성, 실천을지

원하고 향상시키기, 효율성, 클라이언트 사적 권리－사이에서 균형을 유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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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원칙칙22 :: 사사명명에에초초점점두두기기

좋은기록은기관의사명과서비스프로그램의목표와관련된내용에초점을

둔다.

원원칙칙33 :: 위위험험관관리리

좋은기록은기관정책, 법적기준, 실천지침, 전문가윤리와부합하는지를문서

화하거나, 그렇지못한경우를정당화한다.

원원칙칙44 :: 책책무무성성

좋은 기록은 서비스의 목적, 목표, 계획, 활동, 진전, 향, 성과에 대한 지표

(indicators)를문서화하면서서비스전달에초점을둔다. 좋은기록은모든서비

스결정과행동에대한근거와서비스가기관정책, 법적기준, 실천지침, 전문가

윤리에부합하는가(아니면부합하지않는이유)에대한근거를문서화한다.

원원칙칙55 :: 단단축축

좋은 기록은 서비스 목적, 목표, 성과와 무관한 클라이언트－욕구－상황에 관한

정보를포함하지않는다.

원원칙칙66 :: 객객관관성성

좋은사정은공평하고공정하며, 관찰, 정보 출처, 판단에사용된기준, 평가라

는네요소를포함한다.

원원칙칙77 :: 클클라라이이언언트트관관여여

사정, 목표, 계획, 활동은개별클라이언트－욕구－상황에맞게이루어져야한다.

좋은기록은의사결정과행동수행을포함하는서비스과정의전측면에서클

라이언트가어떤역할을담당했는지문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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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원칙칙88 :: 출출처처

좋은 기록의 정보는 출처에 의거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매 기록마다 날짜를

적고날인한다.

원원칙칙99 :: 문문화화적적맥맥락락

좋은 기록은 클라이언트－욕구－상황과 서비스 결정, 행동, 성과에 향을 주는

문화적요소들을문서화한다.

원원칙칙 1100 :: 접접근근성성

좋은기록은클라이언트와클라이언트를위하여행동하는사람들, 또는클라이

언트의소망이나이익에반하여행동하는사람들이모두기록을읽을수있다는

것을가정하고쓰인다.

원원칙칙 1111 :: 활활용용성성

좋은기록은꼭들어가야할모든정보를포함하며, 문장이잘쓰여지고, 하나의

일관된전체를형성한다. 독자들은시간이경과함에따라클라이언트－욕구－상

황과서비스과정에관한중요정보를알수있어야한다. 좋은기록은중복을최

소화하기위하여연대순과주제에따라상호참조(cross-references)할수있도

록구성된다.

원원칙칙 1122 :: 현현시시성성

좋은기록은최신의내용을담은생생한기록이어야한다. 장기사례에대한기

록은정기적검토와요약을포함한다.

원원칙칙 1133 :: 근근거거

좋은기록은모든서비스결정과행동에대한근거와정당성을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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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원칙칙 1144 :: 긴긴급급상상황황

위급상황(예를들어, 위탁모의입원)과위험한사건(예를들어, 클라이언트가이

웃을위협함)은 즉각적이며충분하게기록되어야하며, 사회복지사가날인하고

슈퍼바이저나다른행정가가승인한보고내용과행동계획을포함한다. 

원원칙칙 1155 :: 제제외외

좋은기록은면담이나집단회기(‘과정’)에대한자세한기술이나, 추측, 근거없

는견해, 판단적용어, 직감적반응, 직관이나, 서비스목적과무관한클라이언

트－욕구－상황에관한정보나, 클라이언트를위해사회복지사가취한많은활동

들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가 얼마나 바쁜지 봐라”식의 자세한 내용(Bristol,

1936)]을포함하지않는다. 좋은기록은“선동적이거나품위를떨어뜨리거나차

별적으로”(O’Brien, McClellan, & Alfs, 1992) 기술되는내용뿐만아니라서비

스목적, 목표, 성과와무관한클라이언트의개인적정보는제외시킨다.

사회복지기록의기능

좋은사회복지기록은유용하며, 기관이나실천현장에서기록의일차적, 이차적,

부수적기능을충족시키는데필요한정보를접근하기쉬운형태로포함하고있

다. 사회복지기록의 일차적 기능은 책무성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기능이란클라이언트－욕구－상황과서비스욕구를확인하고기술하는것, 가

용자원을 기술하고 평가하는 것, 서비스 결정과 행동의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문서화하는 것, 서비스 과정과 향을 모니터링

하는것, 비용상환을청구하는것이다. 사회복지기록의이차적기능은실천, 기

관행정, 전문적교육과발전을지원하는것이다. 이기능은사례의연속성을유

지시키고, 다른서비스제공자들과의사소통하며, 클라이언트와정보를공유하

고, 행정적감독을지원한다. 또한실천가의전문적발전을원활히하며, 자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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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검토와다른외부감독을위해정보를제공하고, 법정에서증거를제시하며,

학생이나다른전문가들을교육시키는것이다. 기록은연구나역사적분석을위

해자료를제공하는부수적기능도갖는다.

클라이언트－상황과서비스욕구확인하고기술하기

기록은 클라이언트를 확인하고 클라이언트－상황을 기술하고 서비스 욕구를 설

명해주는정보를포함한다. 기록은클라이언트－상황에대한기술과사정을포

함하는데, 어떤사례에서는심리사회적진단도포함한다. 기록은서비스를시작

하게된이유와서비스의초점이되는문제를기술한다. 이런정보는클라이언트

의서비스수혜자격여부를확인시켜주고, 서비스가클라이언트에의해요청된

것인지, 서비스제공자에의해제안된것인지, 또는의무적으로받아야하는것

인지를구체화시켜준다. 또한기록은클라이언트－욕구－상황과사회환경사이

의관계성을기술한다. 사회복지사는클라이언트와다양한사회체계간의관계

를시각적으로보여주기위해가끔생태도(eco-map)를 준비한다. 이런정보는

사례관리와프로그램관리를지원한다. 정보들이모이고분석되면, 조직은클라

이언트특성, 서비스욕구, 프로그램활용도에대한경향을모니터링할수있다.

이용가능한자원을기술하고평가하기

기록은 클라이언트－욕구－상황과 프로그램, 서비스, 개입, 그리고 서비스 계획

에포함되어있는자원들사이의적합성에대해문서화한다. 사회복지사는기록

하면서 클라이언트－욕구－상황에 적절한 공적 프로그램, 지역사회 서비스, 개

입, 비공식적 자원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을 면 히 조사한다, 사회복

지사는다양한프로그램, 서비스, 개입, 자원의질, 효과, 적절성, 반응성을사정

한다. 기록은서비스과정이나의도하는성과를방해하는자원의한계성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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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를 들어, 최적의 계획에 포함된 서비스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용 가능하

지않거나, 접근가능하지않거나, 비용이너무많이들거나, 서비스를받기위

해오래기다려야할수도있다. 클라이언트가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자격

요건에 미달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 또는 보험회

사가특정서비스에대해서비용을지불해주지않을수도있다. 가용자원에대

한기술과평가는지속적으로업데이트되고수정되며, 진행중인서비스계획에

포함되어있는프로그램, 서비스, 개입, 자원에대해정당성을제공해준다. 이

런정보는서비스의질을저해할수있는장애요인과이것이클라이언트－욕구－

상황에미칠 향도확인시켜준다.

서비스결정과행동의근거명확화하기

기록은사례에서이루어진중요한결정과행동에대한근거를문서화한다. 기록

은사례의시작부터종결까지클라이언트와함께, 클라이언트를위하여수행된

활동 내용을 쌓아만 두는 저장소가 아니다. 기록은 서비스 목표, 계획, 개입의

선택을설명해준다. 예를들어, 어떤서비스가제공되어야하고, 서비스가어떻

게 전달되어야 하며, 서비스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기관정책, 클라이언트 가

치와선호, 자원의가용성, 효과의증거및기타요인들이어떻게 향을주는지

를보여준다. 기록은의사결정과행동수행에서클라이언트의역할을명확히

해준다. 기록은관찰, 인간행동에대한지식, 정책과실천지침, 법적및윤리적

제약에근거한사회복지사의판단도문서화한다. 기록은서비스과정과성과에

향을주는가족구성원이나지역사회성원뿐만아니라기타중요전문가나기

관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도 기록한다. 결정과 행동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책무성에매우중요하며, 이는 기록을서비스활동에대한단순한보고가아닌

전문적기록으로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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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준수여부기록하기

책무성의한중요요소는기관정책, 법적기준, 실천지침, 전문가윤리와부합하

는지를기록하는것이다. 기관은일반적으로매뉴얼이나온라인지침형태로자

기기관의정책과절차를알려주고있으며, 이에 부합하는지를 기록하는양식

이나형식을제공하고있다. 예를들어, 개인정보의사용과공개, 미성년자치료

에대한부모의동의에관한기관의정책에대해클라이언트에게알려주었는지

를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은 아동 학대나 노인 학대를 주정부기관에 보고하는

것과 같은 법적 기준의 준수에 대해서도 문서화한다. 실천가가 클라이언트－욕

구－상황을 다룰 때 인정된 보호 기준을 따랐는지를 보여 주는 데도 사용된다.

예를들어, 어떤기록은물질남용, 우울, 또는기타심각한건강혹은정신건강

문제의징후를보이는클라이언트가철저한사정을거쳤는지보여준다. 사회복

지사가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보여 주고, 클라이언트의 비 을

보장해 주며, 법적 권한 역 내에서 실천함으로써 그들의 전문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있는지를기록한다(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1999).

이런식으로, 실천가는유능한실천으로이끌어주는중요한의무사항과원칙을

인식하고이를준수함으로써그들의책무성을보여주게된다. 더 나아가기록

은위험관리를위해서도중요하며, 사회복지사나기관의행동이법정에서문제

가되는상황에서중요할수도있다(Reamer, 2005).

서비스과정과 향모니터링하기

사회복지기록은기술적이면서도평가적인문서이다. 사회복지기록은보고를하

기위해서뿐만아니라진전과정을모니터링하고실천결정과행동을반 하기

위해사용된다. 기록은서비스목적, 목표, 계획에대해사회복지사와클라이언

트사이에서이루어진초기계약을문서화하며, 클라이언트－욕구－상황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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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향을사정하고, 진전을원활히해주거나방해하는요인을지적하면

서, 시간경과에따라서비스과정을문서화한다. 기록은서비스과정을통해계

획을실행하고목표를달성하고서비스목적을성취하는데있어서의진전을문

서화한다. 기록에 대한 정기적 검토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변화의 필요성을

알려줄수도있다. 움직임을측정하기위해체계적인척도를사용할수도있다.

체계적인척도는사회복지사와클라이언트가서비스목적, 목표, 계획을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서 활용될 수도 있다. 기록은 개인이나

클라이언트집단과의실천을사정할때실천가들에게유용할뿐만아니라, 프로

그램, 실천, 서비스 제공자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슈퍼바이저나 자

문가, 동료에게도유용하다.

비용상환청구하기

기록은재정지원을요청하고상환을청구하는데도움을준다. 교부금이나프로

그램지원금을받는기관들의경우, 클라이언트가올바르게심사되고선정되었

고, 서비스가합의된대로전달되었음을보여주는데기록을활용한다. 관리의

료(managed care) 제도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사전승인 검토를 위

하여사정내용, (욕구수준의) 정확성, 치료계획을기록하고, 승인을계속받기위

해진행중인과정과진전상황에대한정보를기록한다. 유료서비스에대해상

환받는기관을포함한대부분의기관은각클라이언트와의접촉뿐만아니라클

라이언트－욕구－상황, 서비스목표와계획, 진전상황에대한평가, 목표달성으

로의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사정을 기록한다. 그러나 재정 지원처의 기대에

따라특정사례에서무엇을기록해야할지에대한결정이달라질수도있다. 사

회복지사는이런정보를특정양식이나컴퓨터를활용해기록할수있다. 실천

가의과중한업무를줄여주고이런복잡한업무에대한책임을중앙집중시키

기 위해, 많은 기관은 별도의 사무직원을 두고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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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하고, 인쇄형태나전자형태로보고서를작성하며, 변화를지속적으로추적

하고, 상이한재정지원처들의다양한조건들을충족시킬수있도록하고있다.

사무직원은의료보험(Medicare)이나의료보호(Medicaid)와 같은프로그램으로

부터비용상환을받을수있도록전자데이터를수집하고전달하는책임을맡기

도한다.

사례지속성유지하기

최신정보화되고, 잘구성되고, 명확하게작성된기록은클라이언트에게서비스를

전달하는실천가나다른사람에게현재까지의사례를검토하는데도움을준다.

사회복지사는사건을회상하고, 정보의특별한조각을찾아내고, 시간경과에따

른진전상황을검토하기위해자신의기록을검토한다(Monnickendam, Yaniv,

& Geva, 1994). 다른실천가는위급상황이나담당실천가의부재시기록에의

존하게된다. 서비스목적, 계획, 과정, 진전상황과사례에서의의사결정및행

동의근거에대한정보는다른사회복지사가그사례를맡게될때, 클라이언트

와의마지막접촉이후상당한시간이흘 을때, 또는 클라이언트－욕구－상황

이복잡하고서비스가장기간지속되고있을때, 사례의지속을위해매우중요

하다.

다른서비스제공자와의사소통하기

사회복지사 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뿐만 아니라 다분야가 함께 일하

는현장에서기록은전문적공조를원활히해준다. 기록이팀회의나면대면토

의를대신할수는없지만부가적의사소통통로역할을하며, 개인적노력을조

정하고, 모든 실천가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며, 집단 결정과 행동을 강화시

켜준다. 다른서비스제공자는클라이언트－욕구－상황과클라이언트가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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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는서비스에대해자신들이이미알고있는지식과이해를보충하기위하

여사회복지기록정보를활용한다.  

클라이언트와정보공유하기

기록은클라이언트와의사소통하는직접적수단으로사용될수있다. 어떤실천

가는 기록 과정에 클라이언트를 관여시키려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는 클

라이언트에게특정행동이발생하는상황을도표로기록하도록요청한다. 이렇

게만들어진도표는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회의의초점이되고사례기록의일

부가된다. 어떤실천가는기록의일부를클라이언트와공유한다. 예를들어, 매

집단회기초기에지난번회기에대해사회복지사가작성한요약사본을집단성

원에게배포하고그들이기록에대해의견을제시하거나수정할수있도록기회

를제공한다. 이런기록은모임과모임사이를연결해주는기능을하기도한다.

서비스과정과진전상황에대한토론을조장함으로써기록은치료적목적을지

원한다.

그러나대부분의기록공유는연방정부와주정부법률또는행정지침의결과

이다. 클라이언트는주로치료적목적보다는권리적차원에서자신에대한기록

에접근한다. 사적권리법, 윤리강령, 대부분의사회복지기관정책은클라이언트

나클라이언트를위해활동하는사람들이클라이언트에대한기록의일부또는

전부에접근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예를들어, 연방정부와주정부의사적

권리에관한법률들은보통건강, 정신건강, 교육및기타공공기관기록을보고

복사하고수정할수있는권리를클라이언트에게제공하고있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NASW,

1999) 윤리강령은사회복지사들에게의미있는지침을제공하고있다. 이 윤리

강령은“사회복지사는클라이언트에게 [클라이언트자신에대한] 기록에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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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1.08[a]).”고 언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동

학대보고와같은중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 개인적정보를타기관이나제삼자

에게공개하는것은가능한한클라이언트의고지된동의(informed consent)에

근거해야한다. 이는어떤내용의정보가, 누구에의해, 어떤사용목적으로공개

될것인지를클라이언트가알아야함을의미한다. 그러므로실천가는클라이언

트에게정보를자세히기술해주든지클라이언트가정보에직접접근할수있도

록해줄의무가있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윤리강령은다음에대해서도언급하

고있다. “사회복지사는클라이언트나클라이언트를대신해동의표시를하는것

이 법적으로 승인된 자로부터 유효한 동의가 있을 경우, 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07[b]).”그리고“사회복지사는 비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한클라이언트에게알려주어야하며…이원칙은사회복지사가법적요

구나클라이언트의동의에근거해비 정보를공개할때에도적용된다(1.07[d]).”

물론많은사회복지클라이언트가자신에대한기록문서의복사본을읽거나

받아보지는않는다. 그러나서비스를받는동안이나서비스종료후에자신에

대한 기록의 일부를 읽는 클라이언트가 점점 늘고 있다. 기록은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를위해행동하는사람, 또는클라이언트의이해에반해행동하는사

람이언젠가는기록의일부또는전부를읽을수있다는가정하에쓰여져야한

다. 기록은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관계와서비스목표를지원하기도하고해

치기도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다. 사회복지사가어떤목적으로기록

을하건사회복지기록은자주클라이언트와의의사소통수단이되고있다.

행정적감독지원하기

기록은중요한관리기능을수행한다. 기록은슈퍼바이저와다른사람들이사회

복지사가서비스를계획하고실행하고평가하는것을지원하는데이용된다. 슈

퍼바이저는종종특정사례나사례집단을이해하기위해기록을읽는다. 기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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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보고와직접관찰을보완하며, 깊이있고장기적인관점을제공할수있다.

자문가는특이하거나문제시되는사례를논의하기전에사례기록을검토하기도

한다.

기록은기관정책과실천지침을준수하는지를평가하기위한슈퍼비전과기타

내부검토에도사용된다. 질관리위원회와동료검토위원회는서비스의질, 적

시성, 효율성, 효과성을사정하기위해기록문서의정보를활용한다. 자동화기

록체계는 실천가, 슈퍼바이저, 행정가가 사례를 관리하는 데뿐만 아니라, 인력

을배치하고프로그램과서비스의변화를예측하는데사용하도록기록에있는

데이터를분석할수있도록해준다. 예를들어, 기록의정보는서비스유형, 사

례량과업무량이슈, 자원의틈새를확인하면서체계를통해클라이언트를검토

하는데활용될수있다. 이런정보는충분히활용되지않고있는서비스가무엇

인지뿐만 아니라 새로이 나타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도사용된다. 기관을관리하는데사용되는정보의일부는클라이언트기록으로

부터직접나온다. 실천가들은일일활동일지와같은양식으로또는정기적혹은

특별보고형태로부가적정보를기록한다.

실천가의전문적발전원활히하기

기록은 실천가가 자신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록은실천가의지식, 기술과가치, 결정과행동의근거및결과, 실천가와클

라이언트및다른사람들과의관계성을나타내준다. 실천가는실천에대한자

신의접근방식을반 하고, 서비스과정과성과를모니터링하며, 자신의강점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는 데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슈퍼바이저, 동료,

자문가, 또는 실천가의전문적발전을지원하는기타사람들은특정사례의주

목할만한측면이나실천가의사례량을보여주기위해건설적으로기록을활용

한다. 기록은의사소통의유형, 숨겨진주제와내재적의미, 상실된기회,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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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결과등을확인하기위한실천가들의노력을지원한다. 슈퍼비전회의, 직

원회의, 사례자문을 풍성하게 하여 직원 개발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불행

히도, 업무를부적절하게수행하지는않는지, 문서를불충분하게기록하지는않

는지에관해실천가의과오를찾기위한벌칙적목적으로기록이매우자주활

용되고있다.

인가검토와다른외부감독을위해정보제공하기

기록은 기관 인가의 한 요소로서 또는 외부감독의 수단으로 검토의 대상이 될

수있다. 문서화기준을세우고그런기준을준수하는지사정하기위해기록을

검토하는조직의두예로, 건강및정신건강병원과기관을인가해주는연합위

원회(Joint Commission, www.jointcommission.org)와공적및사적아동및

가족 기관을 인가해 주는 인가위원회(Council on Accreditation, www.

coastandars.org)를들수있다. 기관프로그램의질과효율성을사정하고자하

는주정부의자격승인부처, 법정, 재정지원기관들및기타조직도기록을검토

할수있다.

법정증거로서역할하기

사적권리법, 기관정책, 전문가윤리는클라이언트기록에대한비 보장유지를

돕는다. 클라이언트의동의가없는비 정보를법정에서공개하는것을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복지사의 진술특권은 비 정보가 공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막아준다(Jaffee v. Redmond, 1996). 그러나기록이법정에서증거로사용되

는경우도있다. 클라이언트가법정관리하에있는경우(예를들어, 아동학대나

범죄행위를포함하는사례)나사회복지사가법정에자문가로관여하는경우(예

를들어, 후견인공방에서가족에대한평가를수행하는경우)가이에해당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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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클라이언트가 정보 공개를 허락하거나, 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 간의 의

사소통이비 로보장되어야하는경우가아니거나, 클라이언트가기관이나사

회복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권에 대한 예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에, 기록은법정에서도사용될수있다(제9장참조).

학생과기타전문가들교육시키기

기록은사회복지전문교육에서항상중요한역할을수행해왔다. 1970년대까지

사회복지실천을가르치는일차적접근은사례방법이었다. 사회복지교육은개별

지도, 집단지도, 지역사회조직실천을가르칠때기록에크게의존해왔다. 하지

만오늘날에와서기록은경험적인학습을보충하기위해교실에서가끔활용되

고 있다. 이때 기록은 다양한 클라이언트－욕구－상황, 의사소통과 관계성의 예

시들, 사정, 개입및평가의과정을학생들에게소개시켜준다. 그러나많은학

생들은기관이기록을활용하여학생이나신참사회복지사에게기관정책, 절차,

실천을가르쳐줄 때처음으로기록에접하게된다. 기록은예시를통하여클라

이언트가어떻게서비스를받으며어떻게기록되는지를보여준다. 학생이나신

참사회복지사가 기록에서읽은것을재현하고자할때, 그것이좋은기록이든

나쁜기록이든진행중인기관의실천을 속시키는데기여하게된다. 기록은

클라이언트, 실천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를 교육하는 데 간접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들이 사회복지사의 기록을 읽을 때, 기록은 사회복지사가

무엇을어떻게하는지에대해많은것을알려준다.

연구와역사적분석을위한데이터제공하기

사회복지전문직의초창기시절에는연구가기록을하는중요이유로간주되었

다. 기록이 얼마나 자주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기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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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 사회적욕구, 사회복지서비스의역할에관한중요하며믿을만한자

료제공출처로간주되었다. 이야기체기록은사회복지실천이론의형성에확실

한 향을 미쳤다(Richmond, 1917). 보다 최근에는 행정적 자료를 1차 정보원

으로사용하는대규모연구가아동복지정책및실천에정보를제공해왔다(예 :

Children and Family Research Center, 2001; Courtney & Barth, 1996;

Fanshel, 1975). 이야기체기록은초기사회복지실천의사회적, 역사적분석을

위한1차정보원이기도하 다(Margolin, 1997; Odem, 1995; Tice, 1998).

오늘날에도기록이연구에지속적으로사용되고있지만, 더이상은그대로사

용할수있고믿을만한정보로간주되지는않는다. 기관기록을사용해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실천가, 학자, 학생은 클라이언트의 권리가 보호되고 윤리적

기준이충족되고있는지를확인하고자하는제도적검토위원회의엄격한사전

검토를거쳐야만한다. 더군다나많은기관은시간과비용이들고, 부정적결과

가발견될가능성이있으며, 사적권리법의요구에의해개인에대한확인가능

한정보를제거해야하는부담이있기때문에공식적연구에관여하는것을탐

탁해하지않는다. 또한학자는과거를회상하며쓰여지기도하고다양한목적으

로기록되는기관기록의신뢰성과충분성에대해가끔의심하기도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연구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기관 관련 연구에서는 계속 사용되고 있다. 실천가,

행정가, 학생, 대학교수는 클라이언트 욕구, 서비스 성과, 그리고 기타 것들에

대한체계적연구를수행하고있다(예 : Stiffman, Staudt, & Baker, 1996 참

조). 그들은클라이언트행동, 개입, 목표성취를모니터링하기위해단일사례방

법들을 사용하며, 기록으로부터 자료를 모아 다양한 프로그램과 개입의 질, 효

율성, 향력을사정한다.

기록은역사적연구와분석을위해서도활용된다. 전국적역사고문서보관소,

가장 유명하게는 미네소타대학교의 사회복지 역사고문서 보관소(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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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History Archives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에저장되어있는

기관기록들은 학자들에게 다양한 조직과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행정기록과 비활동 중인

(inactive) 사례파일을보관해둔다. Barbeau와Lohmann(1992)은많은비용과

기술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기록을보관해두는것은미래행정가, 실천가, 사

회복지역사가들에게중요한자원을제공해준다고주장한다.

사회복지기록의역사개괄

사회복지에서 기록의 역사는 전문직의 역사와 사회복지 이론, 방법론, 역할의

발달을 반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천가와 기관들은 새로운 실천 접근법

들을채택해왔고이것은기록의초점, 내용, 구조를변화시켜왔다. 사회복지실

천이 더 복잡해짐에 따라 기록도 클라이언트 문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정책,

사회복지실천등을폭넓게문서화하면서더다양해져왔다. 기록이복지기관관

리에더중요해짐에따라기록은책무성을보여주는데점점더초점을두었다.

사회복지역사를통한기록의발전은그내용과구조의변화가사회복지실천의

변화, 기록의목적및활용과연계되어있음을보여준다. 

전적으로사례기록을위해쓰인최초의주목할만한책인『사회복지사례력: 그

구성과내용(The Social Case History: Its Construction & Content)』이 1920년

에 Ada Eliot Sheffield에 의해 출판되었다. Sheffield는 개별사회복지(social

casework)의성장과더불어발전해온기록을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다. 

[기록은] 다음과같은개별사회복지의세가지목적을위해보존되는개인적정보

군(a body of personal information)이다. 세가지목적은①개별클라이언트의

효과적치료라는단기목적, ②전반적인사회향상이라는궁극적목적, ③개별사

회복지사의비판적사고확립을위한부수적목적이다.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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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실천에서는첫번째목적이가장우세하 음이분명하다. 왜냐하면기록

이클라이언트욕구와제공되는치료사이의관계성을설명하는데초점을두었

기때문이다. 이목적을위해기록은보통다음의내용을포함하 다. 

[기록은] 개별사회복지사사이에서자신의목적을위해공통적으로중요성을가지

고있다고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게되는일정범위의사실을포함한다. 이 범위

에는클라이언트이름, 주소, 출생연월일, 출생지, 국적, 주치의와고용주의주소

등겉표지(face cards)에흔히기재되는그런항목이포함된다. (p. 20)

이러한정보를기록하는것은‘판단이필요없는행위’를하는것이었지만훈련

된사회복지사가해야할일이었다. 기록은“가족력, 건강, 취업, 교육, 재정, 성

격과같은성공적인시민으로서의클라이언트에대한전망(p. 21)”과같은판단

을필요로하는정보도포함하 다.

후에 기록에 관하여 책을 썼던 다른 저자와 마찬가지로 Sheffield도 기록과

개별사회복지실천을새로운차원으로옮겨놓기를원했음을감지할수있다. 그

녀는사회복지사가‘사실적’정보를제공하는차원을넘어‘그사실에중요성을

부여해줄수있는중요개념’으로옮겨갈것을제안했다. (이러한개념이오늘

날의 사정의 선구자격이다.)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사의

목표는“어떤사실이의미하는바가무엇인지에관한가설을설정하고반복되는

사건속에서그가설을지지하거나기각하는것”이었다(p. 38). Sheffield는 지

식과사회향상을증진시키는데있어서의기록의역할도강조하 는데, 기록은

사회적 부적응의 전형적인 실례들을 확인하고 그들을 사회질서의 모순에 연계

시키는사회적전문가보고서여야한다고하 다.

1925년에 Mary Richmond는 기록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 다. 기록 활용에

대한Richmond의설명은적용성이넓은만큼실용적이다. 기록은실천을연구

하는 데뿐만 아니라 슈퍼비전을 주고, 훈련시키며, 치료를 향상시키고, 일반인

들이사회복지를이해하도록돕는데사용될수있었다. 이야기체기록대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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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트를사용해도좋은지에대한질문에대해, Richmond는 이야기체기록

에대해반박할수없다고생각하는증거를제시하 다. 체크목록은‘비참한결

과’를가져왔을뿐만아니라Richmond 자신의업적도체크목록에서는나올수

없었다고 하 다. “어떻게 이러한 표시들이 일련의 사건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화해줄수있겠는가? 아무결여됨없이매우조심스럽게기록하는것만이

일련의사건을나에게분명하게해주었다(p. 216).”고하 다.

1928년, 사회학자인 Ernest Burgess는 개별사회복지사가면담동안클라이

언트가하는진술에대해선택적이야기체보다는완전하게표현된진술그대로

의 보고체(verbatim reports)를 사용함으로써 기록이 사회학적 해석에 도움이

될수있도록할것을제안하 다. Burgess는이런방법이“개인을그의언어로

있는그대로”보여줌으로써기록을개별사회복지사와연구자에게더가치있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며 기록을“정말 객관적이며 누구나가 해석할 수 있게(p.

527)”만들어 줄 것이라고 주장하 다. Burgess는 아주 완전한 기록을 제안했

으며완전한기록은다음을포함하도록했다. 

남편과아내각자가이야기하는가족력에대한표현된진술그대로의설명, 가족

내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관점,

인생철학, 야망, 태도, 계획, 가족면담에서의개인별, 집단별태도, 이웃, 고용주,

집주인과같은지역의대표격사람과의면담. (pp. 529~530)

또한기록은진단내용, 치료계획, 종결사례의검토, 유사사례에적용될수있는

결론들을요약형태로도포함해야한다고하 다.

그러나이러한Burgess의제안이반발에직면한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 몇

몇저자는Burgess의주장과는반대로, 표현된진술그대로의기록이요약적이

야기체보다더길어질것이고, 따라서작성에비용이더많이들고, 결과적으로

선택적기록을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지적하 다. 이것이Burgess의제안에

대한유일한비판은아니었다. Eliot(1928)는Burgess의제안은“기록자가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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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그해결책에적절한태도를가장잘나타내보이는문장을기억하도록훈

련시키고또그가그렇게할수있다고믿어야할것”을요구하고있는데, “이것

은기록자를훈련시키는데있어서, 그리고기록자자신에게또다른편견의기

회를 제공한다(p. 540).”고 주장한다. Eliot는“기록자는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동정적일수있는가? 기록자는경험적이면서동시에사고적일수있는가? 주관

적경험 속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p. 542)?”라고 실천과 기록에 관한

근본적이며지속되는질문을제기하 다. Swift(1928)도 Burgess와는다른생

각을가지고있었는데, 그의주장은그가살던동시대뿐만아니라그이후시대

의많은실천가들의견해를대표해주고있다. 그는“개별사회복지사가사용하

고있는바와같이사례기록의궁극적인목적은치료이어야하며…(중략)… (그

러므로) 이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사례기록의 경우와는 그 강조점이 다르다

(p. 535).”고하 다. 이와같은한계에도불구하고축어체(verbatim)나과정기

록은오늘날에도여전히사용되고있는데연구보다는교육을위한목적으로사

용되고있다. 그러나과정기록을준비하고기록하고읽는데드는많은비용때

문에과정기록은실천에서지속적으로사용되지는못하고있다. 

연구를 위해 기록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복지문헌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쟁점

이기는하지만, 연구가기록을하는주기능이된적은없다. Burgess의논문이

발표된후20여년동안우리가이해하고있는기록의목적은치료 다. 이러한

초점은 1936년에출간된Margaret Cochran Bristol의『사회복지사례기록핸

드북(Handbook on Social Case Recording)』에 분명히나타나있다. 이 책과

같은 해에 초판이 출간된 Gordon Hamilton의『사회복지 사례기록(Social

Case Recording)』(1936)과마찬가지로Bristol의책에의하면기록물이나기록

과정은치료를보조하는데그중요성이있는것이다. Bristol(1936)은 그의책

서두에서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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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록의가치는기록이만들어진후에그기록에서얻어지는것에만국한되지

않는다. 기록을준비하는과정동안비판적사고와자료에대한세심한조직화가

자극되고, 사회복지사는상황을통하여사고하게되고그렇지않았으면하지못했

을문제분석(또는진단)을하게되기때문이다. (pp. 5~6)  

Bristol은기록의정확성, 객관성, 간결성, 개성, 참조의용이성, 명확성, 통일성,

최신성의질을강조하 다. 그녀는이러한질을성취하기위해기록을객관적인

동시에간결하게만드는것이어렵다는것을인식하 다.

기록을짧게만드는가장효과적인방법중의하나는말할것도없이자료를신중

하게선택하는것이다. 이러한절차가기록의객관성을해칠수있을지모르지만,

개별사회복지사가 제시할 자료를 확보하고 선택하는 데 객관적이었다면 기록의

가치를증진시킬수있다. (p. 59)

Bristol은미래의기록은“객관성을상실하지않으면서도기록에상당한생략을

허락해줄수있는매우조심스럽게정의된용어”의사용과“사회복지사해석의

근거가된미미한객관적인현상을광범위하고자세하게기술하지않고도자신

감 있게, 정확하게 해석을 내리고 기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책임성에 대

한… 점증적인 강조(pp. 77~78)”를 통하여 이러한 객관성과 간결성 간의 근본

적인갈등을해결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 그녀는기술적인(descriptive) 기록

보다는선택적이며진단적인기록을염두에두고있었다. 

기록이 클라이언트 사이의 공통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던

Sheffield와는달리, Bristol과 Hamilton은기록의초점은개별화에있다고믿

었다. 클라이언트와상황에서의특수한점들이개별사회복지와그기록의핵심

을형성하 다. 두 사람은훌륭한실천과훌륭한기록사이에존재하는 접한

관계성에대해서도잘인식하고있었다. 

Hamilton의업적(1936)을통해이러한개념이전문적실천의원칙으로받아

제1장_기록의원칙, 기능, 역사 21



들여졌다. Hamilton에게는실천자가지침으로사용할수있는기록의전형이라

는것은있을수없었다. 기록의내용과구성은사례그자체에고유한것이었다.

“사례를명확화하고접근가능하게하며이해하기쉽게만들어주는기록모델

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례에 맞추어 기록이 되어야지, 이론적 유형에 사례가

꿰맞추어져서는안된다(p. 2).”더나아가 Hamilton에 따르면, 기록하기기술

은가르쳐질수없으며, 실천가의진단적판단의완숙도를반 하면서다른실

천적능력과함께발전하는것이다. 

좋은기록이란쟁점들을초기부터다루되고려되는문제와무관한사실이나생각

은최소한의내용만포함하고있는기록이다. 유능한실천가는초기연구를거친

후에가설의변화와관계있는자료만을좀더정확한해석과이런해석에따라나

타날수있는치료의발전또는변화와함께기록할것이다. 결국훈련된진단가만

이좋은기록을쓸수있는데, 그 이유는훈련된진단가만이얽히고설킨수많은

사회경험속에서중요한실마리를끌어낼수있기때문이다. (p. 209)

기록은“실천가로서사례의의미를표현하려는작가적시도(p. 44)”이다. 

Hamilton이다루었던주제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더욱다양하게발전되

었다. 개별사회복지와 집단사회복지 모두에서 학생과 초보 실천가는 과정기록

으로시작한다. 그들은면담과집단모임동안일어난자신과클라이언트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한다. 사회복지사와 슈퍼바이저는

클라이언트의 의사소통과 치료과정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들의

기록을자세히검토한다. 이를 통해사례에대한지식과실천기술이동시에발

전되어 왔다. 경험 있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복잡한 사례에서 치료를 보조하기

위해서만 과정기록을 사용하고 진단적 요약기록으로 옮겨 가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과정기록에서요약기록으로옮겨가는것이때때

로어려웠으며, 그결과기록의질이떨어지게되었다. 

1949년에발표된 3개의논문은개별사회복지사와전문직전체가과정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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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단적요약기록으로옮겨가는것이어렵다는것을밝혀주었다. Little은기

관기록이 쓸데없이 자세하여 사회복지학과가 학생에게 실천가로서의 책임성을

준비시키는데실패하게하고있다고서술했다. 그녀는“개별사회복지사가잠정

적인진단과자신의활동의방향을명확히할수있다고기대되지는않아왔다

(p. 15).”고말했다. Sytz는교실수업에서진단적기록기술을가르치고 기록과

정을 개별사회복지 및 집단사회복지의 실천과 개념적으로 연계시키는 방법을

제시하 다. Sackheim은 함축적이며 진단적인 기록을 하기 위하여 그녀가 일

했던정신보건센터에서개발한정보선정을위한기준을제시하 는데, 다음과

같다－①환자에대한의미있는자료, ②치료의동향, ③사회복지사와클라

이언트의활동, ④사회복지사와클라이언트사이의정서적교류. Sackheim은

“지나치게 자세하지 않은 기록에 더 포함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p.

20)?”라고 질문하 다. 실천기술과 기록기술은 함께 발전한다는 Hamilton의

확신에도불구하고, 본저자들은만약사회복지사가진단적기록을교육받고진

단적기록을위해정보를선택하는지침을제공받는다면기록기술은발전할것

이라고확신하 다. 

Marquerite Munro(1951)는 기록을 변모시키는 데 있어 슈퍼바이저와 행정

가들의책임을더강조했다. 실천경력초기에오직‘제한적인정도의구별, 식

별기술’을갖고있는사회복지사는자신과슈퍼바이저가“면담내용을함께면

히검토할수있도록면담을자세히기록할필요가있다. 좀더숙련된사회복

지사는의미를제공하기에충분한정도의내용만가지고과정을묘사할필요가

있다(p. 186).”Munro는시간이경과됨에따라기록이더욱간결해지고더욱선

택적이고되고, “슈퍼비전에필요한근본적인요소”(p. 187)에 초점이맞추어지

면서사례결정에대한책임이슈퍼바이저로부터실천가로급격히옮겨가는것

에직면하 다. 이러한전환은행정적지도력과민감성을필요로하는데, 그이

유는“개별사회복지사가원한다해도새로운책임을떠안기가어려울수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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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바이저의 일차적 관심이 개별사회복지사의 발전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책임을포기하기어려울수있기”때문이다(p. 197). 

기록이기관실천을가르치고배우고, 실천가의진단기술을사정하고세련되

게하는데활용되는자원으로서관심받게된것이기록을변모시켰다. 많은실

천가들과슈퍼바이저들이생각하는기록의일차적목적이슈퍼비전이라는가정

은 몇몇 연구결과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Frings, Kratovil과 Polemis(1958)는

시카고지역의가족서비스기관두곳을대상으로수행한기록에관한연구에서

기록이슈퍼비전에가장많이활용되고있음을발견하 다. 1960년 Aptekar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록은 슈퍼바이저가 읽어 보기 위해 쓰여졌다(p. 16).”고

하 다. 

1950년대중반까지진단적기록은확고한자리를잡았다고할수있다. 과정기

록이사회복지교육과실천초기에여전히사용되고있지만, 과정기록을준비하

는데필요한시간과노력때문에매일매일의실천에는적합하지않았다. 오히려

기록은선택적이고분석적으로변해왔다. 사회복지사는기록의일차적독자인

슈퍼바이저를위해기록을준비했다. 기록은슈퍼바이저에게사회복지사의진단

적사고와사례에대한접근방법을보여주기위한것이었다. 기록하기는이론적

으로는사고하기－계획하기과정이어야만한다고되어있지만, 실제로는기록은

일다끝난한참후에준비되었다. 그결과, 기록은사회복지사의사고과정을돕

기위한미래지향적도구라기보다는과거회상적재구성물이기일쑤 다. 

1960년대와1970년대에는사회복지와그환경에주요변화가있었다. 이러한

변화는사회복지기록의형식과기능에지대한 향을미쳤다. 지역사회는모든

서비스직에 폭넓은 책무성을 요구하 다. 기관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만끝나는것이아니고그들의서비스가‘제대로실행되었다’는것을보

여주어야만하 다. 많은조직들은재정보조를받기위한요구사항을만족시키

기위해진단적이며분석적인기록방식대신서비스활동과그효과성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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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문서화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거나 이를 보충하게 되었다. 1970년대

에는많은큰기관들과병원들그리고몇몇작은기관들과병원들이그들의기

록활동에 자동화경 정보체계(MIS)와 그 밖의 컴퓨터 기술들을 사용하기 시작

하 다. 혁신적인기록절차를결합한새로운실천모델들이현장에도입되었다.

예를들어, 행동주의개입은표적행동에대한지속적인측정과도표화를기록에

포함시켰으며, 가족치료는실천과실천가의기술을발전시키기위한근거로클

라이언트와의면담을오디오와비디오를통해녹음, 녹화하고실시간슈퍼비전

도이용하 다.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적 기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비 을

보장하고자하는관심은개인의사생활을보호하기위한입법으로이어졌다. 예

를들어, 1974년사적권리법(1974, Privacy Act)과가족교육권리·사생활보호

법(1974,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은연방정부에의해재

정 지원되는 프로그램과 공공교육에서 클라이언트의 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

한요구사항을수립하 다. 1970년대후반까지대부분의주들이이러한권리들

을 보건, 정신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을 이용하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에게

확대시키는사적권리법을입법화하 다. 일반적으로이러한정책들은정보수집

과유출에제한을가하 으며, 클라이언트들에게는자신들에대한기록을볼수

있는길을터주었다. 

같은기간동안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 1975, 1979)는비 보장이요구

되는정보를다루는데관한정책지침과윤리강령을개정하고업데이트하 다.

1970년대말의사회복지문헌들은사적권리보호정책의변화에대한전문가적

관심을반 하 으며(McCormick, 1978; Reynolds, 1976, 1977), 이러한새정

책들이 사회복지 기관 내에서 문서기록 절차에 미치는 효과를 기술하 다

(Schrier, 1980; Wilson, 1978). 문헌들은대체로클라이언트의정보에대한접

근을전문가들이우려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지만(예 : Prochaska, 1977),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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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저자들은 자신들의 실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이 혁신적이고 실용적이

며긍정적이라는반응으로기술하고있다(Freed, 1978; Houghkirk, 1977). 

이 기간에나타난새로운기록모델은책무성과클라이언트의변화를기록하

는것에주요관심을두었다. 목표성취척도(Goal Attainment Scaling; Kiresuk

& Sherman, 1968)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용되기 위해 개발되었다.

프로그램목표들의책무성을구성하는이접근법은의도된서비스의의도된성

과를구체적으로설명하고, 목표를클라이언트의행동에대한측정과연계시키

고, 시간에따른클라이언트의변화와목표성취를평가하는방법을제시하고있

다. 환자의 문제목록을 중심으로 책무성을 보여 주는 문제 중심 의료기록

(Problem-Oriented Medical Record; Weed, 1968)은원래의료교육에대한보

조수단으로 개발되었다. 이상적으로는, 보건팀이 환자의 문제목록을 도출하고

나서 보건팀의 각 성원이 자신이 해야 할 활동을 정하고 각 문제에 대한 내용

(notes)을 도표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 중심 접근법을 채택했던 많은 보건

및 정신보건 세팅에서 팀이라는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며 보건전문가가 개별적

으로문제목록을작성하고있는경우가많다. 더군다나문제목록보다진전노트

(progress notes)를 구성하는 방법이 더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SOAP’형식인데, 진전노트를네가지(S〓주관적정보, O〓객관적정보, A〓

사정, P〓계획) 요소로구성하고있다. 몇몇논문이문제중심기록과‘SOAP’

노트를사회복지문헌에소개하 으며, 사회복지기록을위한모델로채택할것

을제안하 다(Hartman & Wickey, 1978; Johnson, 1978; Kane, 1974). 마지

막으로, 행동주의모델의중요부분인시계열적측정방법이실천에대한새로운

실천가－연구자 접근방법의 한 요소로서 사회복지사에게 폭넓게 소개되었다

(Bloom & Fischer, 1982; Jayaratne & Levy, 1979; Nelsen, 1981). 표적행동,

사고또는감정에대한반복측정을중심으로책무성을구성하는시계열적또는

단일사례설계는사회복지교육교과과정에서강력한지지를받고있다. 또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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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설계와측정절차들은오늘날기관들에의해서도널리채택되고있다. 

사회복지기록은 항상책무성에대한기록이었다. 1960년대 이전까지실천가

들은기록을통해슈퍼바이저에게, 클라이언트와함께일하는다른전문가에게,

그리고조직에게책무성을설명할의무가있었다. 1960년대, 1970년대동안기

록은인가조직, 감독조직, 재원조직, 클라이언트와가족, 옹호자를포함한보다

광범위한사람에게책무성을보여주기위한도구가되었다. 더 나아가책무성

의초점도변화하 다. 1960년이전까지책무성은서비스의과정과진단적사고

의질에초점을두었으나, 1960년대, 1970년대에는서비스활동과그활동이클

라이언트－욕구－상황에미치는 향에초점을두었다. 

사회복지사가책무성요건에대응하는능력은컴퓨터가사회기관과사회복지

부서에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크게 강화되었다. 자동화는 1970년대에 시작되

어(Rein, 1975; Young, 1974a, 1974b) 1980년대에가속화되었다. 이기간동안

컴퓨터는아직모든곳에보급되지는못하고있었다. 데이터입력과워드프로세

싱은여전히특별한공학적기술로간주되었으며컴퓨터자체는비싸고성가신

존재 다. 많은 기관, 병원, 부서들에서 사회복지 실천가는 컴퓨터나 단말기를

직접사용하지는못했다. 정보를손으로쓰거나타이핑하거나받아쓴후, 나중

에다른사람이그정보를컴퓨터에옮겨서입력하는방식으로기록이이루어졌

다. 기록은 컴퓨터로 생성된 이야기나 양식을 포함하고는 있었지만, 정보 기록

과검색에서컴퓨터가쌍방향식으로광범위하게사용되지는못하고있었다. 그

러나컴퓨터는실천가의기록활동을지원했으며많은기관들은사례관리, 프로

그램관리, 기관 관리를위해정보를보유하고접근하고분석하는데컴퓨터를

사용하 다.

1990년대는아주보편적이고저렴하고속도가빠르고사용이손쉬운개인용

컴퓨터가새로운기술시대를선도했다. 많은실천가들이기관컴퓨터나개인컴

퓨터를 사용해 보고서를 준비하 다. 새로이 현장에 투입되는 사회복지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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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함께‘성장’했으며, 컴퓨터사용에숙련되었고, 기록을위해서뿐만아

니라대인간의사소통과정보검색을위해컴퓨터에의존하 다. 많은 실천가

들이필기형태로노트나기록을계속하고있었지만, 일부 경험있는실천가는

이새로운추세를따랐다.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회복지기록은 주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았다.

손으로쓰인노트들이여전히기록에등장하 지만요구되는정보는주로컴퓨

터시스템에직접입력되거나컴퓨터에의해바꿔쓰이게되었다. 기록관리소

프트웨어는실천가와기관들에게인테이크부터종료와사후관리까지사례를기

록하도록 지원했으며, 스케줄 작성과 비용청구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정해진

의사결정순서와미리포맷된화면이실천가의의사결정과기록을지원하 다.

팩스기계, 휴대전화, 휴대용컴퓨터, 무선모뎀, 인터넷과같은장비와매체들이

서면이나구두로된의사소통에접근할수있고이송될수있도록지원하 다.

연방정부, 주정부, 많은대규모보험회사들은그들이자금을지원하는프로그램

의데이터를전자전송할수있도록권장하거나의무화하 다.

동시에 실천가들과 일반인들은 데이터의 비 보장과 보안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주정부 및 연방정부는 사생활 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 기록, 재정

기록, 사회적서비스기록및기타기록에서개인적인비 정보를다루는것에

규제를 가했다. 전자교류를 권장했던 연방정부의 1996년 건강보험 양도·책임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 HIPAA)도 의료

기록과‘전자형태, 서면형태, 구두형태에관계없이개인에대해확인가능한건

강정보’를다루는것에관한광범위한기준을준수하도록의무화하 다. 이 법

은소비자들이자신의건강기록을볼수있도록하 으며, 정보공개를위해고

지된 위임(informed authorization)을 받도록 의무화하 으며, 보건기관들이

훈련과모니터링을통하여문서화된사생활보호절차를만들도록하 고, 기관

의사생활보호정책을소비자에게공개하도록의무화하 으며, 심리치료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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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트에대해서는특별보호책을마련하 다. 그러나일반적으로HIPAA는정

보공개에대한환자의동의와관련하여많은주정부의사생활보호법과기록법

보다관대하 으며, 이런법률과HIPAA 사이에불일치가발생하면실천가는주

법을따르는것으로하 다.

클라이언트의비 과기록의사적권리가침해당하는것에대해사회복지전

문직이가지고있는걱정은 NASW(1999) 윤리강령에잘나타나있다. ‘클라이

언트에대한사회복지사의윤리적책임’을다룬섹션은비 보장과새로운테크

놀로지가사용된기록을다루는방법에대해추가적지침을제공하 다. 이 윤

리강령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실천가들의 전반적 의무를 재명시하는 동

시에“컴퓨터, 전자메일, 팩스, 전화및자동응답기와그밖의전자또는컴퓨터

테크놀로지를 통해다른사람들에게전달되는”(1.07[m]) 정보의비 보장에대

한실천가의윤리적책임을직접언급하 다. 사회복지사는미대법원이연방법

정에서사회복지사의법정진술특권을인정해준것에대해만족하 다(Jaffee

v. Redmond, 1996). 대법원은이판결에서50개주모두심리치료사－클라이언

트의사소통에관한특권을어떤형태로든확립하고있었다는것을인식하 다.

이특권이사회복지사의상담회기기록에까지확대된것이다.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혁신에 더하여 1990년대와 21세기 초에 사회복지사는

관리케어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재정, 전달, 감독에까지 계속 침투하는 것을 경

험하 다. 관리케어는1980년대에는병원과기관중심의보건및정신보건실천

에서 우세하 는데, 1990년대에는 개업 실천가들과 아동복지 분야로까지 확대

되었다. 관리의료하에서의기록은실천에서와마찬가지로특정클라이언트－욕

구－상황을표적이명확한서비스계획및잘정의된측정가능한성과와연결시

킬수있는간략하고목표지향적인실천에초점을두었다. 그런기록들은재정

지원기관들의정 검토를받게되었으며, 어떤경우기록은이들기관의자산

으로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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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에대한서비스는과거보다간결화되었지만문서화요구는확대되

었다. 책무성을 가진다 함은 기대되는 실천기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 다. 실

천가는기록에서클라이언트－욕구－상황을면 히사정하고, 적절한개입을확

인하며, 절차상의지침을따르고, 인가된결정과행동을취했다는것을보여주

려고하 다. 사회복지는다른관련분야들과마찬가지로실천에방향성을제시

하기위하여다양한개입들이특정클라이언트－욕구－상황에어떤효과를갖는

지에대한연구들을수집하고활용해왔다(Reid, Kenaley, & Colvin, 2004). 때

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분석에 기반을 둔 실천지침이 나오기도

하 다(Rosen & Proctor, 2000). 그러나실천가는자주기관의‘업무처리모범

관행(best practice)’지침, 슈퍼비전, 자신의지식이나경험에주로의존하 다.

책무성을 가진다 함은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소비자로

서선택을고려하고자신이좋아하는것을표현하고실천가의파트너로서결정

과 행동에 관여함을 의미하 다. 증거기반 실천(Gambrill, 2003)과 강점 관점

(Rapp, 1998; Saleeby, 2002)의출현이이런흐름을반 하 다. 

많은사회복지사는‘방어적기록’을하 다. 책무성을가진다함은결정이나

행동을단지기록하는것을넘어이들을정당화시켜주는기록을준비함을의미

하 다. 기록은 관료적, 재정적,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실천가와 기관의

잠재적불이익을제한시키도록맞추어졌다. 예를들어, 사회복지사는위험을적

절히평가하고, 아동이나노인학대보고와같이모든위임된행동을취하고, 사

정된문제에대해가장저비용의적절한개입을선택하고, 서비스에대해승인

절차를밟고, 모든기록양식을작성하고날인하 음을보여줌으로써자신들이

내린판단에대한도전을사전에해결하려고하 다. 일부 실천가는사례에대

한 사회복지사의 이해가 변화되어가는 것을 반 함으로써 실천을 지원하려는

기록의진짜의도가훼손되었다고불만을토로하 다. 기록은더이상클라이언

트－욕구－상황의 복잡성이나 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 관계의 역동성이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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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술성을문서화하지않았다. 오히려기록은정해진프로토콜이나규정된과

정을준수하는지에초점을맞췄다. 지난20년간책무성의원칙이보다명확해졌

음에도불구하고기록은계속해서실천가들의불만의원천이되고있으며기관

사이에서그리고현장에서불화의씨가되고있다.

최근쟁점

기록에 관한 가장 보편적이면서 지속되는 문제점은 시간의 부족과 완전하면서

도최신의정보가담긴기록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기타자원의부족이다. 사

회복지사는많은사례량을담당하고있고, 복잡하고미묘한문제를가진클라이

언트를돕고있다. 사회복지사는서비스욕구를사정하고, 의미있는목표를확

인하며, 측정가능한성과를신속히성취하기위해클라이언트와함께일하면서

동시에 책무성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클라이언트의욕구에반응할충분한시간을가지고있는실천가도거의없

다. 더군다나 많은 기관은 기록활동을 지원할 수단이 없거나, 여기에 투자하지

도 않는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조직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없을 때, 기록은

더욱 힘들고 시간 소모적이 된다. 따라서 기관이 기록의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못된다. 1980년대 말에 수행된 한 서베이(기록

Ⅱ)2)(Kagle, 1993)는 가장자주대두되는문제점이다음과같이시간이나기타

자원의부족과관련되어있음을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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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록할시간이부족하다.

②기록하는데너무많은시간이든다.

③사회복지사가기록업무에반대하거나저항한다.

④사무보조가부족하다.

⑤기록을보관할공간이부족하다.

⑥기록이최신정보화되어있지않다.

⑦기록이엉망으로쓰여지고있다.

⑧재원과인가를위한보고가비현실적인것을요구한다.

불행히도이러한문제는오늘날에도지속되고있다. 기록이엉터리로쓰여지

거나, 반복적이거나, 잘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매우 자주 있

다. 중요 정보가빠져있거나, 오래된정보이거나, 찾기도어렵다. 중요 정보가

빠져있거나과도하게자세한내용에묻혀있기때문에기록을사용하기가어렵

다. 사정과서비스계획은너무일반적이거나형식적이거나상투적이다. 서비스

초점이불명확하거나사정, 목표, 서비스계획, 의도하는성과사이의연계가분

명하지않다. 책무성요구가이용할수있는자원보다과중한경우가매우자주

발견된다. 

책무성에대한기대가보다명확해졌음에도불구하고기록과정은여전히복

잡하다. 실천가는아주긴급한클라이언트의욕구에도반응할충분한시간이없

음에도불구하고기록할시간을찾아야만한다. 더군다나사회복지사는정보를

선택하고기록을준비할때수많은딜레마에직면하게된다. 책무성기준을충

족시키기위해서는충분한정보가필요하지만각사례에서무엇이가장중요하

고, 무엇이 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제외시켜야

할지를확인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그들은중요정보가제외될경우에처

할잠재적위험에예민하지만, 클라이언트의사생활을보호하고자신들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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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단순화하는데에도관심을갖는다. 많은 실천가는기록에대한전문적교육

과지속적훈련이부족하고, 더군다나책무성을위한가정이그들의실천이론이

나접근방식과일치하지않을수도있다. 책무성기준은실천이단선적, 다시말

해 사정에서부터 목표, 계획, 성과에 이르기까지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한

다. 그러나정신역동이나생태체계, 인본주의와같은이론을따르는실천가들은

자신의실천을이러한가정에갖다맞추는것을더어려워할수도있다. 결국실

천가는질낮은기록을했다고기관으로부터비난을받으면서도기록을향상시

킬수있는적절한훈련이나시간, 자원을제공받지못함을발견하게된다. 

실제로많은기관들에서실천가문화와관리문화는좋은기록을단념토록하

는것같다. 기관의지침은구식이거나불분명하거나비현실적이다. 컴퓨터, 소

프트웨어, 사무 지원도 부족하다. 따라서 실천가는 자신이 기록한 것과 기록하

지못한것모두에서오류를범하고있다. 직접적인클라이언트서비스에투여

되는 시간을 존중하는 동료와 관리자는 기록하기에 투여되는 시간을 방해하거

나가치절하하거나우습게볼수도있다. 

기록이 향상되고 기록이라는 중요 업무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지원을 받으려

면실천가는적어도다음과같은것들을필요로할것이다.

1. 교육적준비

기록은이업무를위해적절히교육받지않은실천가에게는특히어려운작업이

다. 어떤사회복지사는필요한 쓰기기술을갖고있지않으며, 어떤사회복지

사는문법, 맞춤법, 단어선택, 구두법에어려움을겪고있다. 또 다른사회복지

사는명확하게 을쓰고중요정보를간결하게요약하는것이힘들다. 기록은

보통 교실수업에서보다 주로 현장에서 교육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갖고있는기록활동경험이라는것은흔히서로상이하다. 다시말해, 학생은자

신들이몸담았던실습기관에서배운기록유형에대해서만익숙하게된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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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다나많은학생들은나중에자신들이필요로하게될요약기록기술을발전시

키기보다는실천에서사용되지도않을과정기록을배우는데현장에서많은시

간을소모하고있다. 그 결과, 기록업무에잘준비된실천가는상당히적다. 그

들은자신이일하는기관에서발견할수있는때로는좋지만때로는나쁜예시

들에자신의기록을모델링하면서‘일하면서’기록을배우게된다. 따라서많은

실천가들에게실천에서기록이수행하는역할에대한전반적이해와질높은문

서를위해필요한기술이부족하다. 실천가들이기록업무를자신들이수행해야

하는가장어렵고유쾌하지않은전문적책임이라고자주표현하는것은놀랍지

않다.

2. 명시적이며합리적인지침

실천가가 잘 쓰여지고, 시기적절하며, 비용 효과적이고, 유용한 기록을 준비하

려면기록에대한적절한내용, 구조, 적절한기록마감시간표에대한명시적지

침이 필요하다. 기록에 최소한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

고, 언제 얼마나자주정보가문서화되어야 하는지를명확히기술해주고예를

제공해 주는 매뉴얼과 기타 자료들을 기관들은 개발해야 한다. 표준들은 기록

업무를일상화시켜주기위해충분히표준화되어야하며, 각 기록안에순서를

만들어야 하며, 기록 사이에서 일관성을 갖도록 권장해야 한다. 동시에 기준은

사회복지사가각클라이언트－욕구－상황과서비스과정의독특성을문서화할수

있도록 충분히 융통성 있어야 한다. 또한 기준은 사회복지사의 사례량과 다른

업무량책임을감안하여적절하고성취가능해야한다. 

3. 지속적훈련

기관의책무성요건이변할때사회복지사는메모, 슈퍼비전, 직원회의, 기관내

재교육을통해이에대해공지받는다. 이러한의사소통은어떻게양식을기록

하고, 기준을준수하며, 절차를수행하는지에주로초점을둔다. 새로운요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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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기존요구사항에추가되어실천가의기록업무와전반적업무량을증가시

키는경우가아주자주발생하고있다. 훈련과슈퍼비전은가능할때마다새로

운 요구사항을 진행 중인 기록 업무에 통합시키고, 오래된 요구사항을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대체시키거나 업무를 단순화시키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

다. 만약다른기대에대한변화없이기록에대한요구만증가한다면업무스트

레스와성과문제가발생할것이다.

4. 적절한자원

좋은사회복지기록은기관이기록활동을지원하기위한충분한자원을공급해

줄때가능하다. 기관은최소한사무적서비스, 기자재, 기록을준비하고활용하

기위한적절한시간을제공해야한다. 불행히도예산제약때문에많은기관이

사무직원을 줄이고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기타 기자재들의 구입, 수리, 최신화

를미루고있다. 예산 제약은사례량을증가시키고이직률을높이는결과를낳

았으며이러한상황이책무성을훼손시키고있다. 사회복지사가일부사무적기

능도수행해야할필요가있을지모르며, 실천가에게기록할시간은더부족하

게되고, 따라서완전하며최신내용이포함된기록은더욱찾아보기힘들다. 기

록을향상시키려면기관은자원과관련된문제를공론화하고, 기록활동을지원

하기위해재투자할필요가있다.

5. 기관문화

실천가가기록을위해잘준비하고기관이기록업무를위한적절한자원을제

공한다고할지라도, 기관문화가좋은기록하기를공식적, 비공식적으로방해할

수있다. 실천가는불충분하거나 질낮은기록에대한비난보다는잘쓰여지고

의미있으며유용하고최신정보로구성된기록을준비시켜줄수있는동료와

슈퍼바이저의지지와피드백을필요로한다. 실천가는좋은기록을준비하는데

쓰는 시간과 노력에 대해 기관의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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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있다. 기관 문화는기록을단지관료주의적인귀찮은업무가아닌중요

한전문적활동으로인식해야한다. 기록활동은실천의다른분야와더불어전

문적발전과조직의발전을위한구심점으로서 그위치를점해야한다. 더불어

기관은 쓰기문제, 자원부족, 책무성에대한비현실적기대와같은기록관련

쟁점을해결하기위해실천가와협력해야한다.

기록과전문적판단

기록업무는기술이상의많은것을포함한다. 기록활동은복잡한전문적판단

을요구한다. 각사례를선택하고구성하고정보를분석하고문서화하여기관의

기록을위한프로토콜을개발할때, 사회복지사는상당한재량권을행사할필요

가있다. 사회복지사는가치있지만서로상충하는목표들을항상고려해야한

다. 기록은한편으로는자원을절약하기에충분하게간략해야하며클라이언트

의비 을보장해야하고최신화되어야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서비스전달을

원활히 하고 서비스 판단, 행동과 결정을 정당화하고 책무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있을정도로충분히포괄적이어야한다. 명확한목적의식과정보를선택하고

기록을구성하는명확한지침을가지고있다고할지라도, 사회복지사는기록할

때마다중요한전문적결정을내려야한다. 다음장들은사회복지사에게이러한

중요판단을내리는데필요한지침을제공하기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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