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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전통적 가족복지실천의 미시적 성격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비판적 가
족복지실천(critical fam ily social w ork)을 이론적으로 탐색하여, 미시와 거시적 접근이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천모델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적 가족복지
실천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하였고, 이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비판주의 실천이론의 고찰
을 통해 비판적 가족복지실천 모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전통적 가족복지실천, 비판적 가족복지실천, 가족 임파워먼트, 가족 옹호

Ⅰ. 서 론
사회복지실천의 태동은 빈곤가족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출발하였으나(Richm ond,
1922) 가족문제가 가족관계의 문제까지 확대됨에 따라(M cG oldrick & G erson,
1985) 비빈곤가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까지 그 외연이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주요 업무는 가족과 가족기능을 보존하고 회복시키는데 치
중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M unson, 1980, D om inelli, 2004/2007). 한편, 근대적
가족복지실천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가족을 한 단위로 보고 유기체로 접근하는
* 이 논문은 2017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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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체계적 관점에 기반을 둔 다양한 모델들1 ) 로부터 그 기원을 찾기도 한다(최성
재 외, 2013).
그런데 기존의 가족복지실천2 ) 이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이라는 미션에 잘 부응
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영국의 D om inelli는은 사회복지사가
그들에게 기대하던 빈곤가족문제의 해결에 실패하고 전통적 가족을 보존하거나
가족의 일탈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D om inelli, 2004/2007; Turbett et al., 2014).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서 사회
복지사가 가족문제에 대해 얼마나 잘 대처해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김미원, 1997; 김영모, 1981). 대한민국 개국 이래로 전국의 읍면동 단위까지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고독사, 가정폭력, 우울증, 자살, 정신질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등 가족
과 관련된 각종 사회지표들의 악화되고 있음을 보면(조흥식 외, 2017), 가족문제를
다루는 사회복지사가 과연 가족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 회
의적이다. 이러한 징후는 가족을 만나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들은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가족복지실천의 초점이 예방보다는 사후
대책 중심이어서 사회복지사가 만나게 되는 클라이언트 가족은 이미 회복하기 어
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의 위기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존
의 서비스로는 총력전을 펼쳐도 수습되거나 해결되기 어려워, 개입을 안할 수는
없으나 도움이 되지는 않아서 자신의 역할에 큰 무력감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
다(최성재 외, 2013). 또한 가족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가족과의 관계를 부담스럽
게 느끼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과거 가족에게 기대했던 가족성원의 돌봄
기능을 기대하거나 가족을 강화시키려는 목표를 위해 가족성원들의 협조와 노력
을 구하려는 시도는 노골적으로 거부되거나 수용될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하고 있
다(이영주, 2015). 이렇게 가족이 겪는 많은 문제들이 급격한 사회변화와 신자유주
의로 인한 양극화와 비인간화, 극단적인 혐오를 유발하는 차별 및 억압의 심화 등
1 ) 가족복지실천의 관점은 구조기능주의로부터 강점관점과 구성주의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최성재 외, 2013: 168-169).
2 ) 본 연구에서 글의 맥락에 따라 ‘기존 가족복지실천’과 ‘전통적 가족복지실천’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
데 두 용어의 의미는 같은 것으로 구조기능주의 관점에서 가족을 기존 구조에 적응시키고자 하는 관
점에서 가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미시적이고 사후 치료 중심의 가족복지실천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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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구조적 ․ 제도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족복지실천의
학문적, 실천적 패러다임은 여전히 가족의 책임과 가족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도
모하는 미시적 차원으로 경도되어 있어 현실 적합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새로운 지적이 아니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가족복지실
천 접근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
은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사회구조와의 관계
에 초점을 두고 고민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사회복지 학계에도 1980년대 중반부
터 클라이언트의 적응과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임상중심의 미시적 사회복지실
천이 “한국의 실천현장에 적합한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김미원, 1997; 김성천 ․ 김은재, 2016; 김성천 ․ 이은
정, 2012; 김영모, 1981; 김인숙, 2004; 김종해 외, 1991; 이은주, 2003), 일회성의
외침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2000년대를 기점으로 기존 실천방
법의 대안으로 가족 옹호와 역량강화와 같은 거시적 실천방법에도 관심을 가졌으
나, 결과적으로 거시구조를 변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적고 개별 가족의 옹호나 역
량강화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박봉길 ․ 전선영 2006; 신영화, 2010; 이
명숙, 2011; 지은구, 2008; Banach, M ., et al. 2010; Yang S. M ., 2005). 이는“귤
이 회수를 지나면서 탱자”가 되듯이, 미시적 실천이 주를 이루고 있는 기존 실천
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일부 거시적 실천의 성격을 지닌 방법이 도입되어도 본질
적인 모습이 변형되어 여전히 개인의 변화에만 초점을 두거나 기존의 통제에 순
응하는 선에서만 작동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몇몇 연구가 기존 가족복지
실천의 현황 문제와 현실 적합성에 대한 성찰을 하였지만(고미영, 2004; 배영미,
2011), 가족과 정책의 변화에 따른 순응적 대응에만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졌
을 뿐이고, 가족과 가족 관련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사회구조와의 관
계와 그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다룬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Adam s,
D om inell, Payne, 2009).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통적 가족복지실천의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거시적 실천에 강점이 있는 비판 사회복지실천(critical
social w ork)의 성격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비판적 가족복지실천
(critical fam ily social w ork) 모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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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가족복지실천과 가족실천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해 비판적 성찰
을 하고, 이러한 한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비판적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살펴본
다. 그리고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비판적 가족복지실천의 성격과 방법을 탐색하고
자 한다.

Ⅱ. 가족복지실천에 대한 성찰과 딜레마
1. 전통적 가족복지실천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의 가족복지실천은 기본적으로 생태체계이론에 기반을 두고 심리학에 경도
된 문제해결모델이나 강점관점모델 중심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미영, 2004).
가족복지실천 관련 교재들에 나타난 가족복지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은 ‘가족체
계’, ‘가족발달주기’, ‘가족 스트레스와 역기능’, ‘전체(w holeness)로서의 가족’, ‘조
화로운 가족관계’, ‘가족생활의 가치’,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건전한 인격발달’, ‘개
인과 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능 수행’, ‘가족치료’등이다(권진숙 외, 2006; 조흥
식 외, 2017; 한인영 외, 2015). 이러한 개념들은 대부분 생태체계이론과 심리학 이
론에 기반 한 것이다. 가족복지실천의 정의로 자주 인용되는 Allen과 Petr(1998)의
정의는 “가족중심 서비스는 개인들의 생활 속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가족
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내린 선택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가족의 강점과 능력에 초
점을 맞춘다.”라고 말하고 있다(김성천 ․ 박지영, 2012; 배영미, 2013). 이 정의 또한
가족복지실천의 중요 요소로 체계이론에서 도출된 ‘관심 단위로서의 가족’을 기본
으로 하고, ‘충분한 정보를 갖고 내린 가족의 선택’이라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강점 시각’을 중시함으로써 심리학 중심의 미시적 실천의 특성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미시적 가족복지실천은 가족복지의 주체와 책임을 가족에게서 찾고 있는 반
면, 그 주체성 구성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와 문화 등 거시적 수준에서 작용하
는 힘들을 간과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Richm ond(1922)가 개별사회사업의
목표를 개인의 “인성 개발(personality developm ent)”로 한정하여, 사회복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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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궁극적인 과업을 개인을 변화시켜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과 같다.
가족복지실천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가족치료는 체계이론과 심리
학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데, 심리학이론은 문제와 변화의 책임을 대부분 개인과
가족의 내면에서 찾음으로써 사회복지사가 지향하는 ‘환경 속의 가족’의 명제 중
환경을 간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특성은 가족복지실천의 대상을
주로 가족 내부적인 문제로 국한시키고 가족을 둘러싼 경제구조나 문화, 차별과
같은 사회구조의 영향을 간과함으로써 가족복지실천을 탈맥락적인 전문방법으로
고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비록 생태체계이론이 미시에서 거시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채택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황을 분석하는 틀로서만 기능할
뿐이고 실제로 개입을 하는 방향성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구조적 불의나 권력불균형의 문제는 도외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W akefield, 1996b: H ealy, 2005/2012 재인용). 이러
한 특성은 자연스럽게 거시적 요인의 영향을 간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여성주의자들은 가족체계가 잘 기능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여성노동
에 대한 착취에 기초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러한 경향은 가족문제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게 하고 문제의 피해자인 가족을 주로 문제의 원인으로 보게 함으로써, 피
해자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미
국의 임상실천을 그대로 도입한 한국의 가족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가
족의 내적 관계나 의사소통 인간의 심리적 혹은 관계의 문제를 치료하는 임상적
접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실천의 영역에서 중범위나
거시적 범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임파워먼트, 옹호, 사회운동 등의 간접실천 활동
은 간과되고, 이러한 업무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라기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발로 뛰며 몸으로 때우는 시간적 업무라는 생각, 즉 진정한 전문적 업무가 아니라
고 인식하는 잘못된 경향도 있다(이은주, 2003). 이러한 풍토로 인해 Illich(1978)는
사회복지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복지가 극심한 전문가주의를 표방하여 필요를 상품화하고
소위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 놓은 규범 안에서 인간과 가족을 고립시킨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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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와 같은 비판에 동의하면서, D om inelli(2004/2007)는 사회복지사들의 관심
이 ‘클라이언트’ 개인과 가족의 문제해결에 편중되어 그의 행동을 바꾸라고 가르
치고 그에 따라 ‘수용 가능하게 된’ 기준에 순응하는 것에 지나친 에너지를 소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전통적 가족복지실천의 특성을 성찰한 결과는 < 그
림 1> 과 같다.

<그림 1> 기존 가족복지실천의 성찰 틀

2. 신관리주의, 후기근대사회, 가족복지실천의 딜레마
자유경쟁에 대한 규제 철폐를 통한 신고전경제주의의 부활이라는 신자유주의
의 득세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양극화의 문제를 심화시켰고,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와 가치는 사회복지 환경을 경제적 측면의 성과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능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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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신관리주의적 업무환경으로 변화시키면서 인간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의 접근
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김기덕, 2018).
신관리주의의 긍정적 측면에는 자원 활용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책임감 증가, 클
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 선택권 향상, 사회복지사의 실천과 자격 기준 향상 등이
있다. 반면에 신관리주의는 공급자 중심의 규제와 규율을 세분화하고 강화함으로
써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에게 진정 필요
한 자원과 서비스를 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송인주,
2009; Ritzer, 1993/2003).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며 만들어진 새로운 실천방법들
은 다양한 위기관리 중심의 척도 활용과 매뉴얼의 개발, 통일되고 호환성 높은 관
리양식 등을 중시함으로써, 오히려 업무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실천의 불안
정성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송인주, 2009; Ritzer, 1993/2003). 신관리
주의는 능력기반접근과 위기문제에 초점을 둠으로써 위기사정 및 위기관리를 강조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에게 능력기반과 증거기반에 입각한 책임성이
강조되게 되었고, 포드주의와 맥도날리제이션 등에 기초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
제적 효율성의 강조로 인해 제한된 시공 안에서 한정된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전
문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즉 사회복지사가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전인적이고 통
합적인 접근을 시행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극히 제한된 목표를 달성하고 그 효과
성을 중시하는 스페셜리스트로 그 역할이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
과를 내지 못하는 책임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미비로 인식되고 그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한 보수교육이 강조되며 다양한 매뉴얼을 통하여 전문성은 규율되고 통제받
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분절화 ․ 단순화되고, 클라이언트와의 관
계 맺기를 중시하기보다 각종 평가지표와 관리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관계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의 강점을 해체시키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D om inelli(2007)는 이러한 상황의 시대에서 통합적인 우수사례(best practice)가
나온다는 것은 ‘탈선(deviant)사례’라고까지 풍자를 하고 있다.
가족복지실천의 경우 가족의 전체성과 가족구성원들과의 라포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에 비해 2-3배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추가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관리주의 하의 현실에서 가족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여건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업무 여건은 과거에 비해 더 나빠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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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기덕, 2018). 당장 눈에 보일 수 있는 단기적 성과, 효율성 및 경쟁을 강조하
는 신관리주의 풍토에서 과중해지는 업무와 줄세우기 식의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서는 개별적인 접근보다 배 이상의 노력이 드는 가족개입을 회피하거나 수박 겉
핥기식의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회
복지실천은 인간과의 만남을 전제로 한 관계 중심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W ilson(2008)은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기반 모델(relationship-based m odel)’특성
이 현대사회에서 관료주의와 경영주의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
였고,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과업은 우선적으로 관계를 형성한 후, 문제와 욕구의
핵심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Ferguson and
W oodw ard, 2009; 155).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가족복지실천의 현실은 2000년대 초 영국 사회복지실천의 현장과 닮은
점이 많다. D om inelli(2002)는 영국의 사회복지실천은 정책입안자, 사회복지사, 클
라이언트, 학계, 일반대중의 계속적인 공격에 부딪히면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
다고 보았다. 정책입안자들은 사회복지실천이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완전한 실체
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사회복지실천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
회적 상식을 벗어나 일탈을 저지르는 인구집단을 잘 통제하며, 사회에서 가장 불
이익을 받는 개인의 삶을 개선한다는 당초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실천의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측면
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고, 행정 관료들에 의해 사회복지사의 자율은 억제당하고
관리되며, 부족한 자원과 재정, 높은 이직률,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점점 악화되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D om inelli, 2002). 2010년대에 영국
의 공공사례관리자들은 “전통적 사회복지실천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는 사회운
동을 벌였는데, 그 의미는 과거와 같이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Turbett, C., 2014). D om inelli(2004/2007)는 이러한 상황을 야기
하는 주요인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신관리주의의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 급속도
로 진화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사회복지는 사회정의와 인권을 실현
하는 책임을 잊은 채 지속적으로 기존 권력집단에 유착하는 문화를 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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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이인숙, 2016). Agam ben(2003/2009)
은 신자유주의 사회가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예외상태’에 부딪히게 만들어 사회문
제를 법과 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권력자들의 의지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이지 않는 사회적 폭력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신관리주의 하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입장이다. 전통
적 가족복지실천은 특정한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상정하고 이를 고수하려는 입장
을 취하는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고도화되고 있는 신자유
주의 사회에서 가족은 제도로서는 존재하나 그 형태와 기능은 매우 다변화되고
있다. 후기근대주의 이론은 오래 전부터 가족과 가족문제에 대해 명확성, 확실성,
전체성, 지속성의 특성은 간과하고 이를 단일한 가정이나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을
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대신에 가족의 구조와 기능적 속성의 모호함과
상대성, 특수성, 불연속성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경험의 가족 속에서 가족성원들이
겪게 되는 서로 다른 국지적인 경험과 복잡한 이야기들을 밝히고 존중하는 입장
을 취한다. 따라서 체계이론이나 생태체계 관점과 같은 특정 이론이 가족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불신한다(최경석 외, 2007). 고미영(2004)은 가족복
지실천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실천 패러다임이 고체적 근대주의에서 후기 근대
주의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
어야 하고, 내담자 중심의 사고로 상담해야 하며, 특정한 구조를 강조하고 선택하
는 구조주의에서 가족성원들의 개별적인 독특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로
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후기근대주의 이론이 개인주의화되고 개별
성을 존중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복지 내에
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입장은 아니어서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준거틀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H ealy, 2005/2012). 이는 후기근대주의 이론
이 기존의 거대담론들이 무시한 국지적 차이(local difference)와 맥락의 중요성을
밝히고 개인이나 집단이 따라야 할 바람직한 경로는 한 가지만 존재한다는 생각
을 거부하며 다양한 경로와 가능성을 장려하는 입장을 취하는데 유용하지만, 제도
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가족복지실천의 방향성을 지향하는 틀을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기근대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으로 Zygm unt Baum a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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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근대의

유동성

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기덕 ․ 최명민,

2014).

Baum an(2000/2009)은 후기 근대사회의 특성으로 유동성(liquidity)이라는 개념을
주장하면서 근대주의와 후기근대주의의 입장과는 다른 액체근대로서의 특성을 다
양성, 양가성, 불확실성, 불안정성, 우발성 등으로 보았다(김기덕 ․ 최명민, 2014).
이러한 유동적 근대사회에서 가족은 집합적 공동체가 아니라 개별화된 느슨한 공
동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각 개인은 가족의 보호보다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
져야 하는 주체로 재정립 될 것이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현상으
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고체 근대시대에 긴밀했던 가족성원간의 관계는 가벼
운 네트워크형으로 변모하고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단절이 가능하고 자신이 원하
는 경우에만 손쉽게 맺을 수 있는 개인주의적인 계약적 관계를 원하고 있다. 그
결과 가족상담보다 개인 상담에 대한 수요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강원숙, 2011).
그러나 Baum an은 후기근대주의 사회의 다양성과 개인주의화 현상을 수용하지
만 기존 질서의 파편화를 넘어 새로운 사회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액체
근대(liquid m odernity)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유동적 근대사회의 이론의 가족
복지실천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가족들은 인정되어
야 하나, 이와 함께 가족에서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중시되는 가족상
(像)과 가족윤리에 대한 성찰과 재정립이 요망된다. 둘째, 후기근대사회는 공동체
의

윤리가

약해지면서

계약서가

중시되는

사회(괴물)로

변화되고

있다

(Verhaeghe, 2014/2015). 따라서 가족복지실천에 있어서 전통적 가족의 특성이었
던 끈끈한 응집력을 복원시키려고 하거나 가족성원의 욕구보다 가족의 전체성을
강조하고 특정한 가족구조(예: 가부장적 가족주의, 하위체계간의 경계가 명확한
가족구조 등)를 전제로 보편적인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는 경직된 이론들(예: 체계
이론, 구조적 가족치료 등)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가족주의도
거부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해체된 상태에서 가족성원만을 조명하는 이론 또한 성
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이 잃어가는 지지적 기능과 통제적 기
능 또한 전문가들이 대행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가족상담이나 돌봄의 기능을 원
하지 않는 가족을 위해 외부 자원 개발을 통한 지원과 대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족복지실천의 방향이 가족의 내적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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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하는 임상적 실천 중심에서 가족의 환경변화에 초점을 두는 가족의 역량강화와
가족복지운동 등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Ⅲ. 비판적 가족복지실천 모델의 탐색
1. 비판사회복지실천 모델
H ealy(2005)는 사회복지실천모델을 ‘문제해결 → 체계이론 → 강점관점 → 비판주
의 →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시계열적으로 분류하여 조망하였다. 이러한 모델 중 문
제해결, 체계이론, 강점관점과 포스트모더니즘은 한국의 사회복지실천과 가족복지
실천에 어떤 식으로든 소개되고 활용되어 왔으나 비판주의 모델은 거의 소개나
활용된 적이 없었다. 최근에 비판사회복지실천 모델이 번역서를 통해서 일부 소개
되었고(김성천 외, 2007; H ealy, 2005/2012.), 급진주의 실천과 반억압실천 및 반차
별 모델에 대한 기초적인 소개와 적용가능성을 타진한 연구가 소수 있을 뿐이다
(김성천 ․ 김은재, 2015, 2016; 양만재 ․ 김이배, 2017; 이수정, 2005).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서 비판사회복지실천 모델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비판주의의 가치와 방법의 기원은 사회복지실천의 초창기 시절 미국의 Jane
Adam s의 인보관운동3 ) (settlem ent m ovem ent)에서 찾을 수 있다(Ferguson and
W oodw ard, 2009). 이러한 전통은 계승되어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1970년대 이후 개인과 가족의 변화를 도모하는 미시적 차원을 넘어 거시적인 사
회구조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비판사회복지실천이
주요한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4 ) (Turbett et al., 2014). 더욱이 치료중심의 미시적
3 ) Jane Adams(1860년 생)는 미국 상류층 출신으로 20C 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 됨. 1931년 사
회사업가로서는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열정적인 여권주의자이자 사회개혁운동에 매진하여 조
직화된 노동자의 옹호자, 아동노동의 불법화 운동, 여성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였으며 이를 반대하는
강력한 시의원을 낙마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행동과 정치적 활동은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내
었고 아담스는 성인(聖人)과 같이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Specht, H., 1994).
4 ) 캐나다의 경우 실제로 사회사업 실천영역에서 사회운동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저항방법으로 적
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Avery Calhoun et al, 2014), 학계 역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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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비판사회복지실천이 주류는 아니더라
도 소수의 모델로 그 명맥을 분명히 이어오고 있다(Reisch and Andrew s 2001).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지닌 비판적 접근은 서비스 이용자가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실천 자체에 거시적인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관여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임상중심의 전통적 사회복지실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김기덕 외, 2012; Payne,
2003; D om inelli, 2002; Reisch and Andrew s, 2001). 특히 1990년대 이후 서구사
회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비판사회복지실천 모델로 실천의 권력관계에 초점을 둔
“비판실천이론”은 다양한 억압적인 사회구조 변화에 역점을 둔 “구조적 사회복지
실천론”, 클라이언트와 실천가 간의 평등과 정치적 실천을 강조한 “페미니스트 사
회복지실천론”, 반억압실천(D om inelli, 2002) 5 ) . 반차별실천(Thom pson, N ., 2001)
등으로 분화되어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실천이론들은 관심의 초점과 영역이 조금
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Fook, 1993/2002;
Reisch and Andrew s, 2001). ① 사회제도적 구조가 클라이언트 문제의 일차적인
원인이다. 구체적으로는 권력의 부족, 가부장주의나 장애차별과 같은 이데올로기
적 역할 제한, 이익집단 갈등, 사회적 낙인과정의 영향, 사회경제적 구조의 제한,
억압과 차별의 구조다. ② 사회사업 전문직과 사회복지체계의 사회 통제와 억압적
기능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 ③ 클라이언트의 구조적이고 내
면화된 억압을 성찰하고 의식화를 통한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익숙하지 않은 비판주의 모델을 전통적 가족복지실천에 접
목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함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 모델로 Jan Fook(1993)의 급진
개별사회사업접근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Fook이 전통적 사회복지실천을
배격하지 않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판적 실천의 틀을 통합적으로 접목시
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아래 < 표 1> 을 보면, 그는 미시적 사회복지실천의 접근방
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도 결여되어 있는 거시적 실천방법을 접목
에서는 SW AN(Social W ork Action Network) 이라는 사회복지사 사회운동 조직을 통하여 전 세계의
사회복지사들과 연대하고 각국의 여러 사회문제들을 운동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집회‧시위 컨퍼런스들을 개최하고 진행한다.
5 ) Healy(2012)와 Ferguson and W oodward(2009) 등은 이러한 접근들을 큰 틀에서 비판사회복지실천모
델로 호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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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통합적 실천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미시적 사회복지실천에서 사정의
대상이 되는 사회 환경은 단순히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미시적 주변요소들로
이해되는 반면, 비판사회복지실천에서는 더 넓은 사회경제적 구조 (지배적 이데올
로기, 권력 갈등, 은폐되어있는 착취적 ․ 억압적 관습, 제도 등)로 확대되어야 한다
고 보았다. 이하 표들은 사회복지실천의 전통적 접근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면들을
새롭게 조망하고 접목시켜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Fook, 1993 : 48-52의 표들
을 재구성함).
<표 1> 미시적 사회복지실천과 거시적 사회복지실천의 비교
구분
원인과 사회적
요인

미시적 차원의 사정 요소
인접환경(social milieu) 강조

거시적 차원의 사정 요소
사회경제적 구조 강조

사정

문제는 직접적 환경에 대처하는 개인의 개인의 문제는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발
무능력에 기인한다.
생하는 ‘부적합성’으로 인해 야기된다.

목표

사회경제적 구조의 영향에 대항하는 통
개인이 직접적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하도
제력을 증진시켜 사회적 상황을 변화시
록 돕는 것
키는 것

방법

사회 환경에 대처하도록 돕는 전략의 사용

사회적 상황황과 구조를 변화시키고 통
제하도록 돕는 전략

이러한 비판사회복지실천모델의 강점은 사회복지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인 차원의 사회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클라이언트의 비판의식을 고양하여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적 맥락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의 근간이 되는 거시적 사회의 구
조와 제도의 변화를 모색한다. 따라서 전통적 실천에서 주 대상이 되었던 개인과
가족의 개별적 문제나 욕구(need)를 넘어서 집합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정의와 인
권 및 평등의 윤리적 가치와 연계된 실천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비판
적 사회복지실천은 인간존엄과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잘 조
화되는 모델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H ealy, 2005/2012).
그러나 비판사회복지실천 모델은 다음과 같은 비판도 받고 있다. 첫째, 비판적
사회복지실천이 사회문제의 해결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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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실천은 당장 해결해야 할 고위험의 상황과 위기문제에 대해 무대책이라는
점이다(H ealy, 2005/2012). 셋째, 비판접근이 자신들의 사회구조적 분석이 옳다는
전제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또 하나의 도그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판사회복지실천은 전통적 사회복지실천의 편향된 한계를 보
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서 특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Ferguson
and W oodw ard, 2009; Turbett et al., 2014).

2. 비판적 가족복지실천 모델의 탐색
심리치료 중심의 가족복지실천모델이 대세인 한국에서 비판적 가족복지실천을
제안하는 것은 매우 이질적일 수 있다. 가족치료 중심의 기존 가족복지실천에서
활용되는 이론이나 모델에서 비판주의 관점이나 이론적 특성을 거의 찾을 수 없
다(김성천 ․ 이은정, 2012).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가족복지실천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족 임파워먼트나 옹
호 등의 방법이 사용되는 것(신영화, 2010; 이명숙, 2011; Yang, 2005)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전통적 실천에서도 활용하나 비판주의 모델
(Adam s, D om inell, Payne, 2009)에서도 선호하는 방법이다. 임파워먼트는 전통적
실천에서 활용하는 생태체계관점이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력 개념을 활용하여 억압적인 사회 환경과 구조를 인
식하고 그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식화와 집합적 행동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다
만 위의 방법들이 한국에서는 연구의 대상으로만 소개되거나, 미시적 실천 하에서
제도의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와 옹호로 둔
갑되어 사용되고 있다(양옥경 ․ 최명민, 2006).
그러나 비판실천의 접목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와 여성
복지 실천 분야는 오히려 매우 강력한 비판적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분야의 경우에 장애인 당사자 혹은 장애인
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법과 정책 및 문화를 바꾸고
자 하는 다양한 비판적 방법이 활용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형이다(김성천 ․ 김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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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그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2007) 운동을 들 수 있는데, 이
운동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의 생활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차별과 억압과 같은 관계문제도 새롭게 문제제기하고 해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윤수종, 2005). 또한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6 ) 은 80년대부터 ‘진보 여성’들이 가족
법,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의 사회정책 변화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반성폭력 운
동’과 ‘여성인권 운동’으로 성장하였고,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여성들이 성 평등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시작한 ‘미투 운동’(이나영, 2018)으로 이어져 적지 않
은 성과를 얻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사회복지실천 학계와 현장에서는 비판사
회복지실천 모델을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는 비판사회복지실천의
방법과 기술들을 나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기존의
가족복지실천의 영역에서도 비판사회복지실천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토양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비판적 가족복지실천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통적 가족복지실천
과 그 특성을 비교하면 < 표 2> 와 같다.
<표 2> 전통적 가족복지실천과 비판적 가족복지실천의 특성 비교
실천관점

전통적 가족복지실천

비판 가족복지실천

가족관

특정 가족(The Family)

다양한 가족

기반 이론

체계이론, 심리치료이론

비판이론(반억압, 반차별, 페미니즘)

가족문제의 관점

개별가족의 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거
가족이 기존 구조에 부적응하는 개별
시적 사회문제를 가족문제의 주원인으
적 가족 문제
로 파악함

가족문제 접근 방식

가족 내 관계변화와 가족문제에 영향
가족 내 관계 변화에 초점. 심리치료
을 주는 사회구조적 문제인 억압 차별
중심의 가족치료
의 변화

6 ) 한국에서의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피면,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은 80년대 초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사회분위기와 함께 자리 잡기 시작했다. 1990년대 페미니즘 운동이 제도권 내로 들
어가며 주춤했으나, 다시 2000년대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새로운 방식의 운동들이 등장하게 된
다. 이후 2010년대 더욱 성장하게 되며, ‘넷페미(온라인을 기반으로 성장한 페미니스트)’ ‘헬페미(헬조
선의 페미니스트)’로 호명되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직접 광장으로 나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향신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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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역할

전문가 중심의 치료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위계관계
가족과의 관계
역량강화
옹호
사회운동

가족의 역량을 키워서 사회변화를
도모하는 역량강화자, 옹호자, 사회
운동가
평등한 관계를 통한 연대성 수평관계
중시

개인과 가족 수준과 더불어 집합적 수
개인과 가족 수준의 생활 통제력 강화 준에서 억압과 차별의 변화를 위한 비
판 의식 제고
개인과 가족 차원의 옹호

지역사회와 계층적 옹호

전통적 가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운동

가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변화 시
키고자하는 운동

가족복지실천의 대상이 되는 가족관의 경우, 비판적 가족복지실천에서는 다양
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김성천 외, 2015), 가족문제의 원인으로 거시적 사회문제
를 중시하며, 사회복지사와 가족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등성을 강조하고, 개입방
법으로는 가족의 비판의식을 고양하고 사회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거시적 차원의
역량강화와 옹호 및 사회운동방법을 선호한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이론적 고찰
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 비판적 가족복지실천은 가족의 변화에 초점
을 두고 있는 전통적 가족복지실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을 인정하
면서도 비판주의 실천을 받아들여 가족과 가족문제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수준의
사회구조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모델을 주장하는 것으로 < 그림 2> 와 같이 제시하
고자 한다. 연구자는 전통적 가족복지실천이 비판적 가족복지실천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도적 맥락과 전문적 기반의 변화에서 찾고자 하였고, 그러한 변화
에 부응하는 가족복지실천의 정체성과 실천 틀의 변화방향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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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판적 가족복지실천의 탐색

첫째, 가족복지실천의 목표는 정형화된 가족구조와 기능을 향한 적응과 규제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가족의 역량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유동적 사회(김기덕 ․ 최명민, 2014)에서 다양한 가
족의 욕구와 권리에 부응할 수 있는 성찰적 사회복지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복지실천이 형성되는 제도적 맥락의 변화이다. 경제적 성과만을 중시
하며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와 신관리주의는 개별실천에 비해 투입자원이
많이 요구되는 가족중심의 접근을 실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비
판적 가족복지실천은 신관리주의 전략에 대항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2000년대 초반 영국의 공공사례관리자들이 클라이언트를 만날 시간
을 필요하다고 벌인 “전통적 사회복지실천으로 돌아가자”라는 캠패인 운동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적 기반의 변화이다. 전통적 가족복지실천의 전문적 기반인 생태체계
이론과 심리학을 넘어 비판사회과학이론을 도입하여 이론적 한계점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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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가족복지실천에는 문제해결모델, 체계이론, 강점관점, 후
기근대주의 모델 등 개별적 가족의 변화에 적합한 이론적 접근은 소개되고 적용
되고 있으나 유독 비판적 사회복지실천모델은 소개와 적용이 안 되고 있다. 따라
서 한국의 가족복지실천에서 비판사회복지실천의 소개와 적용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가족복지실천의 틀과 방법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적 가족복지실
천의 틀과 방법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위에서 언
급한 비판사회과학과 비판사회복지실천모델과 방법이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가족복지실천이 사후 치료중심에서 예방적 대책 마련 중심으로, 그리고
가족 역량강화를 통한 주체화를 통해 가족복지관련 정책과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임상기반과 미시적 관점에 입
각한 실천을 넘어서 집단적 가족 역량강화, 가족 옹호 및 가족집합운동 등의 거시
적 방법들이 가족복지실천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역량강화와 옹호 등의 방법이 본래 의도하
였던 거시적 측면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활용되는 다수의 임파워먼
트가 개인과 가족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힘과 관련되면서 미시적 측면의 개
인과 가족의 내적 역량강화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
기덕 ․ 최명민, 2014; 김인숙 ․ 우국희, 2002). 따라서 비판적 가족복지실천에서 활용
되는 임파워먼트는 기존의 개별적 역량강화를 넘어 가족성원이 자신과 가족의 문
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자신의 욕구를 공통의 이익으로 자각하여 집단적 정체
성으로 연대에 입각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는 비판력을 갖도록 돕고 연대하여
세력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 사회복지실천에서 옹호
또한 개인과 가족이 기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이를 타인이
대변하거나 스스로 대변할 수 있는 서비스와 노력에 필요한 기술과 기법으로 사
용되어 왔다(Payne, 2014). 그러나 비판사회복지실천에서 옹호는 사회구조적 부정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천전략이자,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
법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옹호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환
경적 변화를 지향하며 크게 말하거나 또는 행동을 취하는 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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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는 글
본 연구는 한국의 가족복지실천이 미시적으로 경도되어 있음을 비판하며, 그 대
안으로 비판적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접목한 거시적 가족복지실천의 필요성과 성
격을 이론적으로 탐색한 글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비판적 가족복지실천은 기
존의 전통적 가족복지실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접근의 범위가 미시적 변
화에 치우쳐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비판적 관점을 접목하여 거시적 외연
을 확대하려는 시도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복지실천이 지향하
는 이론적 틀인 생태체계관점의 “환경 속의 인간(PIE)”에 규정된 성격을 온전히
구현하는 것이고, 사회복지 윤리강령이나 사회복지사 선서에 천명된 가치를 충실
하게 시도하자는 “도덕 재무장!”과 같은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
제가 되는 것은 미시와 거시를 아우르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천의 과
정이나 개입의 틀과 방향 그리고 실천의 기법과 기술의 사용에 있어서는 거시적
실천은 실종되고 미시적 측면에 경도되어 실천되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비판적 가족복지실천은 “환경 속의 가족”이라는
명제에 충실하고, 생태체계 이론에서 제시하는 미시에서 거시의 수준을 편향됨 없
이 고려하여 실천하자는 제안을 새삼스럽게 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Specht(1994)가 ‘U nfaithful Angels’에서 사회복지사가 원래 지향했던 통
합적인 본연의 모습을 잃었다고 비난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고 이의 극복방안을
제안한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가족복지실천에
서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생태체계이론의 한계인 개입실천의 방향성에 대한 무
관심을 비판하고, 성찰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시적 실천 방향의 한계
를 재조명하고 그 대안으로 비찬주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
각한다.
이론에 입각한 탐색적 연구로서 본 논문의 한계는 매우 많을 수밖에 없다. 기존
가족복지실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비판주의 외에서도 더 다양하게 모
색될 수 있지만 이는 다루지 못했다. 또한 비판주의 가족복지실천을 주장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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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의 제시가 미약하다는 점은 이 연구의
큰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론적 연구로서 주장하는 논리 또한 투박하거나
비약이 있는 점이 적지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후의 연구에서 한
국의 가족복지실천이 균형 잡힌 실천이자 힘 있는 실천방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풍부한 좋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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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heoretical Study for the Critical Family Social Work
Model
Kim , Sung Chun
(Professor, Dept of Social W elfare, Chung-ang University)
Lee, Yoo-kyung
(Doctoral Student, Dept of Social W elfare,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theoretically explores the critical family social work in order to provide
complement the microscopic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family social work practice, and
exploring the direction of a practical model in which micro and macro approaches can be
used in combin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raditional family
social work practice,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critical family social work practice model
through the contemplation of a critical theory of practice which can be an alternative to
this.
Keyw ords：traditional fam ily social w ork practice, critical social w ork practice, fam ily
em pow erm ent, fam ily advo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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