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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에서의 비밀보장 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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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적 실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 온
전통적인 가치이며 동시에 다양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
을 의미하는 비밀보장원칙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 개
인의 사적인 생활을 반드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함께 실
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이나 실천이 종료된 이후에도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정
보를 지속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본문에서는 비밀보장의 윤리적 근거 및 법률
적 근거는 무엇인가, 비밀보장의 원리가 가능하게 만드는 법률규정에 의한 사생
활보호 권리 및 제한은 언제 가능한가, 법률이 규정한 비밀보장과 비밀보장의 제
한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의무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비밀유지특
권과 특권의 제한, 고지된 동의와 경고의 의무 등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윤리규정에 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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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비밀보장의 사전적 의미로서 비밀(秘密)은 ‘남에게 보이거나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이란 뜻이고 보장(保障)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하다’는
의미이다(한글학회, 1991). 따라서 비밀보장은 ‘남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을 알려지지 않도록 보증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전문가들은 클라이언트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클라이언트의 사적
인 개인정보, 진단과 치료에 관한 의무기록, 전문가들의 소견과 활동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는 법률적이고 윤리적인 직무
지침1)이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사회복지사협회, 2001)에서는 전문가로서의 자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①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내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②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③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
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
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 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의료법 및 의사윤리강령(제정 1997. 4. 12) 의료법 제 19조 제 1장 4항,
의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의학실력과 윤리수준으로 의술을 행함으로서
의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제 2장 14항, 의사는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철저히 지킨다. 의료인은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의료, 조산, 간호에 있어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
한다. 의사윤리강령에서는 의료인은 학술적인 논의나 질병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도 환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의사윤리강령
제 30장, 20항 의사는 동료 보건의료인들이 의학적, 윤리적 오류를 범하는 경
우 그것을 알리고 바로 잡아야 한다. 제 4장 24항 의사는 어떤 방법으로든 환
자를 위한 의료정보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광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의료정
보 제공의 목적이어도 과장 광고, 동료의료인들을 비방하는 광고, 저속한 광고
를 하여서는 안 되며, 새로운 시술법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사는 의사 또는 의사 아닌 사람과 단체가
국민건강을 해치는 사실을 전파하거나 광고를 할 때에는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제 5장 25항, 의사는 의학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아의 성감별
을 하지 않으며 설령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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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전문적 관계에서 기본적인 윤리 원칙으
로 정해진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관
련된 다양한 사실들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 관한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범
법 행위를 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경우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클
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 외 교육의 목적이나 슈퍼비
전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 전문적인 이유에서도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제
한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사적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클라이언트와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어
야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실천에서의 클라이언트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가치이면서도 동시에 비밀보장이 지켜질 수
없는 조건이 발생되면, 비밀보장의 제한원칙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본문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가치인 ‘비밀보장 원칙’과 ‘비밀보
장의 제한 원칙’ 등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비밀보장의 윤리적 의무,
법률규정에 의한 비밀보장의 권리 및 제한은 언제인가에 관해 살펴보고
자 한다. 이밖에도 비밀유지특권, 고지의 동의, 경고의 의무 등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비밀보장 관련 개념들과 고려해야 할 내용에 관해 논의하고
자 한다.

2. 비밀보장의 윤리적 의무
1)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비밀보장
우리 문화에서 사생활 보호(privacy)의 권리는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비밀보장은 신뢰(trust), 돌봄(caring), 충실(loyalty), 성실함(faithfulness)과 같은
덕목들에 근거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지지된
다. 비밀성(confidentiality)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원상 믿을 만한(with trust)
그리고 성실한(with faithfulness)이라는 라틴어로부터 유래되었다(Thompson,
1995).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상의 비밀보장 규범을 제거하는 것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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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차원의 복지뿐만 아니라 삶의 질 차원의 국민 전체의 복지를 해치
고 자율성과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을 위반
하며, 신뢰관계 그리고 성실, 충실이나 돌봄과 같은 가치들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는 도덕적 고려를 해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남에게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공유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개
인의 생각, 지식, 행위, 재산 등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며, 이는 타
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적 영역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가 전문가와 신뢰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안전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클라이언
트 자신들의 사적인 생활에 관한 민감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와 의논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사회복지실천의 비밀보장의 원칙이란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권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관계를 통해 밝혀지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공개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클라이언
트의 비밀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
실이나 조건 및 그에 대한 지식으로서, 자연적 비밀, 계약적 비밀, 의탁
적 비밀 그리고 집단적 비밀 등을 들 수 있다(Biestek, 1957).2) 또한 비밀
2) ① 자연적 비밀은 Biestek(1957)에 의하면 개인에게 속하는 여러 종류의 정보,
즉 개인의 전과나 비행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이 훼손되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 또한 양자나 사생아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 본인 또는 관계자
들이 부당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정보 등도 이에 속하는 비밀이다. ② 계약
적 비밀이란 클라이언트 본인의 명예는 훼손되지 않지만 본인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에서 워커에게 비밀을 지켜주기를 약속한 정보가 있다.
가령 후처, 재혼, 생활보호수급, 기아 등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이에
속한다. ③ 의탁적 비밀이란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사회복지사 이외의 제 3자
에게 퍼지는 것을 꺼려하는 정보가 있다. 이에 떼로 부부간의 싸움에 있어 남
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자연적, 계약적, 의탁적인 세 가지 비밀은 클라이언트의
개인의 생활이나 환경에 관한 정보로서 사회복지사는 타인의 소유권을 존중
함과 같이 이들 비밀을 지켜줄 윤리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④ 집단적 비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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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은 절대적인 비밀보장(absolute confidentiality)과 상대적인 비밀보장
(relative confidentia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인 비밀보장의 예로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절대적인 비밀보장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비밀유지가
‘전부 아니면 무(all or none)’, 즉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무’ 아니면‘
사회복지실천행위에서의 공정성의 보장’이여야만 한다. 그 이유는 비밀유
지의 원칙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비밀을 유지할 수 없는 강력한 조
건 발생시 이를 지킬 수 없는 한계와의 충돌 시 비밀유지는 더 이상 보
장될 수 없는 원칙임을 의미한다.3)
그 이유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신뢰의 전
체 기반은 비밀누설에 의해 무너진다. 클라이언트에게 비밀유지를 확신
시켜 주고 나서 그 확신을 저버리는 것은 기만에 속한다. 그리고 사회복
지실천상의 비밀유지에 예외를 두는 것이 사회에 미칠 실제적인 이점도
그것이 파기에서 올 분명한 피해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사회복지실천에
서의 비밀유지를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더라
도 그것이 유일한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면 다수의 절대적인 도
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 하면 이 비밀정보는
담당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그 소속기관내의 다른 사회복지사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의 비밀이 사회기간 내에서 전달될 수는 있지만, 그
러나 관계직원은 한결같이 외부에 대해서는 이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즉 집단적 비밀이며 이것은 각 기관에서는 대외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3) 절대적인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의 자료를 다른 누구와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공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수퍼바이저와도 공유할 수 없고, 문서화되거나
컴퓨터에 입력되거나 토론되어서도 안 된다. 또한 상대적인 비밀보장은 사회
복지실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특별한 상황 하에서 기관간의 그리고 기
관 내에서 서면, 구두 형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인정한다. 다수의 클라이
언트들은 정보의 기관 내 공유에 대해서 거부가 없고, 서비스 전달과정 측면
에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의 윤리강령
안에서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한다. Kottow(1986)의 경우 의
료현장에서 절대적인 비밀보장의 한계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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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의무에서 생겨나는 일반적인 문제들과 충돌하게 된다. 상충되는 두
가지 내지 그 이상의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 이러한 도덕적 갈
등에 직면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 하는
것이 심지어 도덕적 갈등이 결코 자신들의 잘못이거나 자신들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서 조차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복지실천
상의 비밀유지의 의무가 절대적이라면 정의차원에서도 그것을 위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지만 클라이언트의 비밀유
지를 철회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경우들도 있다. 예컨대,
클라이언트가 자살계획이나 테러계획이 있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클라
이언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복지사의 도덕적 의무가 사회구성
원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해야 할 도덕적 의무와 법 준수차원에서 경찰에
신고 해야 할 의무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비
밀보장이란 여러 형태의 비밀들을 모두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신뢰에
의한 비밀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명시적 계약
만이 아니라 암묵적 계약도 지킬 윤리적 의무가 있다.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비밀보장은 전문 직업적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정보의 보호이다.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와의 신
뢰관계이며 기본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의 권리는 절
대적인 것은 아니다. 더욱이 클라이언트의 비밀이 동일 기관 내에서나
다른 기관의 전문직 직원에게 때때로 밝혀져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에 비밀보장의 의무는 이들 모든 직원들에게도 똑 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대백과사전(1999)에서도 비밀보장과 특권적 의사소통(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특권)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비밀보장은 개
개인의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
음을 설명하는 동시에 간혹 이 내용이 노출되거나 공개될 수 있음을 명
시하고 있다. 이 같은 비밀보장은 법적인 원칙이 아니라 윤리적인 원칙
이다. 이것은 ‘정보의 제공자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어떤 것도 누설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약속이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Siegel, 1979: 25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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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약속은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비밀보장이 지켜진다는 클라이언트
의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뢰가 생
겨나게 될 것이다.
비밀보장은 사회복지사가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얻은 정보를 어느 누
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이 규
칙을 중요하게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 미국사회사업가협회(NASW)의
윤리강령에서도 이 원칙을 중요한 규칙으로 여기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
이언트의 사생활보호를 존중해야 하며 전문직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는 전
문적인 판단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드러
난 다른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고 비밀보장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4)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만 단순하게 관계한다고 가정하면, 비밀보
장 원칙을 지키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복지실
천에서는 사회복지 행동체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고 그 사람
들 각자가 비밀보장과 관련된 상반된 욕구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실은 매
우 복잡해진다.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는 행동체계에는 동일 현장에서 함
께 일하는 동료 사회복지사나 타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다른 전
공 분야, 예컨대, 의료, 교육, 법률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행정, 관리, 기
4) 비밀보장의 제한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
를 초래할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Ⅱ-1-6)에
서는 제 3자 보호목적에 따라 비밀보장의 제한이 가능하다. 예컨대, 사회복지
사는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누군가에게(배우자나 동거인, 등)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거나 해를 입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
트에 의해 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의 신체적 위험을 고려, 클라이언트의 위험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중단시키기 위해 즉시 개입하면서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사법체계나 해당하는
제 3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의 비밀보장의 의무보다 생명보호
의무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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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담당자, 보험회사, 경찰 등이 포함된다. 사회복지사는 종종 다른 사회
복지사, 수퍼바이저에게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효
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
우가 있다.5) 이는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클라이언트의 구체적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과연 윤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예컨대 만약 다른 사
회복지사에게 정보가 공개 될 수 있다는 것을 클라이언트가 알았더라면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 했을까? 라는 의문과 함께 사회복지사가 클라
이언트를 돕고자 하는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
아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동시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6) 또한 오히려 사
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정보와 비밀을 지킴으로 인해 오히려 클라이언
트나 사회복지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
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비밀보장의 의무
비밀보장의 원칙이 존재하는 것은 자신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5) 비밀보장과 정보공개의 문제는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
다. 서로 다른 타 전문직 동료들, 즉 의료사회복지사가 의사나 간호사와 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것, 학교사회복지사가 비밀정보를 교사와 나누는 것 등도 마
찬가지이다. 또한 행정관리상 클라이언트의 기록을 전산화하는 관리체계가 모
든 사회복지기관에서 보편화되고 있어 비밀보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는 문서, 사
진,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NASW 윤리강령(기준 1.07 c)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는 직업상의 이유로 강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직의 서비스 과정에서 얻게 된 모든 비밀 정보를 보
호해야 한다. 클라이언트나 다른 특정인에 대한 심각하고 예상할 수 있는 임
박한 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가 불가피하거나 법이나 규제에 의해 클라
이언트의 동의없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정보에 대한 비
밀을 보장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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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점이 사회에 공개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비
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해서 사회복지사를 찾지 않았을 잠재적 클
라이언트를 유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비밀보장의 원칙으로 인
하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맺는 전문적 관계에 보다 신뢰감을 형
성해 줌으로써 실천개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사생활에 대한 권
리와 비밀보장이 가지는 정당성과 중요성은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미국의 NASW 윤리강령에서도 모두 명시하고 있다.7)
이와 같이 비밀보장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윤
리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전문직의 업무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 그 정보를 공유해
야 하겠으나, 이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목적과 정도 그리고 그 경로를 파
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클라이언트에게 통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클라이언트가 원할 경우 공식적인 사회복지
기록의 공개를 허용할 의무 또한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클라
이언트가 사회복지기록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기록과 관련
된 또 다른 사람의 비밀보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에게는 윤리적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인 의무까지 부과하며
이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비밀보장의 원칙은 인간의 고유한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함께 여기에서 파생된 권리의 하나인 사생활보장의 권리에서 직접 그 윤
리적 근거가 도출될 수 있다. 곧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신만의 고유한 사생활을 가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7)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에 의하면, Ⅱ-1-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
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사회사업가협회의 윤리강령에 의하면, 1.07 사생활보호
와 비밀보장의 원칙 (a)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사생활에 대한 권
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의 제공이나 사회복지 평가 및 연
구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클라이언트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해서
는 안 된다. 개인적인 정보가 공유되는 순간 즉시 비밀보장에 대한 윤리 표준
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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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자신의 생각, 계획, 자신과 관련된 비밀 등
을 스스로 통제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밀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사회복지사가 받아들였
고,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유지하기로 직․간접적으로 약속이 되었다면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존중은 비밀유지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한 정당성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약속하였고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
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전제하에서(자율성을 글자 그대로 자기규율,
즉 자신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의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
이다.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은 개인은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존중되어
야 하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대한 비밀을 어
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때 사생활보호도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은 비밀을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정당화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비밀로 인해 타인과의 대인관계
나 친밀감은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또 다른 도덕적인 관점은 정의에 대한 도덕적 요청이다. 권리에
근거한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존중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권리를 클라이언트 자신이 갖는다고 주장되어
왔다. 법적인 정의의 관점에서도 비밀유지에 대한 권리는 대체로 관련법
에 따라 확고하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사이
에 맺은 비밀보장의 원칙은 당사자 사이에 맺은 하나의 약속으로 이를
어기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다시 말해 비밀을 지키기로 한
약속은 인간과 대인관계에 대한 존중의 차원을 넘어서 의무를 형성한다.
다른 사람과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은 자유로운 행동의 일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윤
리강령에서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충실을 사회복지실천의 핵심 가치로 제
시하고 있으며, 이 가치에서 도출되는 윤리적 원칙으로써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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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비밀보장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 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과론적 판단8)에 근거한 주장들이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발생하는 사회복지실천상의 이
점과는 별개로 비밀유지가 다른 사람들의 복지 및 보건상 이롭게 하는
경우도 생긴다. HIV/AIDS와 같은 전염성이 있는 질환에 감염된 클라이언
트가 자신의 사회복지사를 믿는 한 사회복지사는 그 질병이 전염될 가능
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클라이언트를 계몽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치료에 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비밀유지가 안되면 신뢰관계
는 깨지고 질병의 확산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이처럼 실천현
장에서 비밀유지가 더 좋은 개입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비밀유지의 중
요한 도덕적인 정당성처럼 보인다. 사회복지사가 오랫동안 자신의 클라
이언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사적인 문제를 자유
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클라이언트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또 다른 예로서 의료현장에서도 의사의 중요한 히포크라테스적인 도
덕적 책임도 환자에게 최소한의 해를 가하면서 치료 상의 이익을 제공하
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사는 자기 환자에 대한 사적이면서 민
감한 정보들을 필요로 한다(Boyd, 1992). 이처럼 클라이언트로부터 정보제
공이 요구되고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사적이고 민감한 정
8) 결과주의(consequentialism)는 행위의 결과가 최선의 결과일 때 옳은 해위라고
판단하는 방법이다. 공리주의들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s)이라는 관점에서 결과를 평가하는데, 공리주의는 결과
주의이면서 이기주의적이 아니고 이타주의적이며 쾌락주의적인 태도를 말한
다. 다시 말해, 공리주의도 결과주의의 하나이다. 결과주의의 장점은 도덕의
목표가 단순히 불분명한 일련의 규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충
족시키는 도덕적 행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도덕적 추론과정에
서 적어도 해야 할 올바른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그 대안들
의 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결과들을 평가한다. 결과론자들은 도덕이 전통적으
로 어길 수 없는 계명들을 유용한 대체적 규칙들(rule of thumb)이라 하고 신
축성 있게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열괴를 제공한다. 결과주의의 매력은 합
리적 주장을 계산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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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하기 꺼려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클라이언트 비밀보장원칙을 위반할 시에 전문가는
중대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 비밀유지에 관한 엄격한 전문가적 의무
는 좋은 개입결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복지실천상의 비밀유지에 대한 이러한 결과론적 방어는 클라이언
트에게 최대한 이롭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실제적인, 그리고 미래의 사
회복지 서비스 내에서(앞으로 사람들 모두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자신이 제공받는 복지서비스가 최적화되길 바라기 때문에) 전
체 복지를 최적화하는데 기여한다면 보편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자기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적인 책
임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복지에도 이로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 전체 복리를 최대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주장은 도덕적인 직관에
속한다. 결과론적인 정당화와는 특별히 숨기고 싶은 개인의 유전적인 질
병, 전염병 혹은 입양사실 등 개인의 사적인 문제의 비밀유지가 다른 도
덕적인 관점으로도 정당화 될 수 있다. 칸트 윤리학9)에서 중요한 가치인
자율성 존중 역시 자율성이 적어도 자기결정 내지 자신에 대한 사려 깊
은 선택이라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해된다면 비밀유지의 책임을 지지하
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와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사이의 불균형한 권력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자율성의

9) 칸트 윤리학이란 “의무의 근거를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이 사는 세계의 환경
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실천적으로 순수이성의 개념 속에서 찾아야만 한다”
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칸드는 그가 도덕의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덕규칙의 타당성에 대한 궁극적 기준(즉 필요충분조건들)을 세우는 것을 과
제로 하는 윤리학의 분과로서 “순수해야” 만한다고 믿었다. 여기서 그가 의미
하는 바는 도덕의 형이상학은 어떻게 궁극적인 기준이 경험적인 고찰이 전혀
없이 선천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기준이 순수이성에 기초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그 기준을 개별적인 규칙
과 행동에 적용할 때 실제세계의 인간과 그의 상황에 관한 개별적인 규칙과
행동에 적용할 때 실제세계의 인간과 그의 상황에 관한 경험적 지식이 요구
될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비밀보장 등에 관한 연구 107

존중은 “나는 당신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 만약 당신이
그것을 내게 말해주지 않으면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도움을 받지 못해 고생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비밀을 유지한다는 어떠한 보장도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클라이언트에
게 말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Warwick, 1989). 이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근거는 비밀보장의 원칙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속성에
서 정당성을 찾는 것으로써 규범윤리학10)의 이론으로 보자면 의무론적
윤리이론11)에 근거한 것이고, 세 번째는 비밀보장의 원칙이 준수됨으로
써 야기되는 바람직한 결과에 근거한 목적론 혹은 결과론적 윤리이론12)
에 의한 주장이다.
한편 법률적 근거로서, 사회복지사의 비밀보장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의 권리와 관련하여,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
10) 하나의 도덕적 표준이나 규칙이 모든 도덕행위자들에게 타당하다는 말은 어
떤 도덕행위자의 성질과 행동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것에 호소하는 것이 정
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표준과 규칙들이 정현한 체계를 이룬
것을 흔히 규범윤리적 체계(normative ethical system)라고 부르며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고 정당화하는 활동을 규범윤리학(normative ethics)이라고 한다.
11) 윤리이론으로서, 의무론과 결과론을 들 수 있다. 의무론적 윤리이론
(deontological)의 의무란 그리스 ‘deontos’, 즉 ‘책임을 다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
되었다, 의무론에 의하면 특정행동에 있어 그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얻
을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그 행동 자체가 옳은지 혹은 그른지를 확인하는 일
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그 행동이 좋은지 혹은 나쁜지를 따지는 일을 중시
여긴다. 대표학자는 Kant로서 진실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고 옳은 일이며,
진실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12) 윤리이론 가운데 결과론이라고도 하는 목적론적 윤리이론(teleological)은 그리
스의 ‘teleios’에서 비롯되었고, 목적론적 이론의 특징은 가급적 다양한 접근방
식을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선택을 통해서 좋은 목적을 달성하고 바람
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선택이 윤리적 선택이라고 믿는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어떤 실천행동의 선택도 가
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한 행동도 정당
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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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적 원칙인 비밀보장은 사생활보호에 대한 사
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Ⅱ-1-4)에서
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밖에도 비밀보장의 법적의무는 사회보장기본법(제31조)에서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해 알게 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의 비밀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7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현재 종사
자뿐만 아니라 이전에 종사했던 사람까지도 포함한 비밀보장 의무 규정
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해 아동복지 업무
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
다(시행일 2000. 7. 13). 이를 위반한 자는 제 41조(벌칙) 5호의 규정에 의
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행일 2000. 7.
13) 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 제 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 1항
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
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05. 3. 24 법률 7413호)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민연금
법 제 101조의 3(비밀의 유지)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 7347호)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실
천에 관여하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준수 원칙뿐만 아니
라 법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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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생활보호 권리 및 제한
1) 사생활보호 권리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보장받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예컨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개인의 비밀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
침을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이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가 방해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
을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 성질의 권리이다. 이와 혼동되는 개념으로 사
생활보호권리가 있는데 이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뿐 아
니라 주거의 불가침, 통신의 불가침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사
생활의 비밀이나 자유의 개념과 동일시 할 수 없다. 법률로 정해지고 사
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생활보호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이란, 본인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개인에
관한 난처한 개인적 사항은 신문, 잡지, 영화, TV 등 매스미디어가 사실
을 사실대로 공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때 사생활 비
밀의 공개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생활의 공개 내용이 사실을 공
공연하게 폭로하는 것이어야 하며, 폭로된 사실이 사적 사항이어야 하며,
공개된 사적 사항이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 즉 일체성이 입증되어
야 한다.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공표함으로
써 세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을 진실과 다르게 오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
다. 그리고 성명, 초상, 경력, 이미지 등 본인에게 고유한 속성인 인격적
징표는 도용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이란, 개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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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방해 또는 침해하거나 소극적으로 감시, 도청, 도촬 등의 행위로 인해
교란함으로써 불안, 불쾌감을 유발해서는 안 됨을 뜻한다. 이때, 그 방해,
교란 행위가 통상인이 수인할 한계를 넘을 정도로 감성을 해하는 것이고
방해, 교란의 대상이 사적 사항이거나 사적 권익으로 인정될 때는 불법
행위가 된다. 그리고 개인은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사생활
을 형성하고 영위하는 것을 억제 또는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
셋째,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란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과 자
신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자에 관한 개인정보가 함부로 침해당하지 아
니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열람하며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
정, 사용 중지, 봉쇄,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넓은 의
미로는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정보관리통제권도 무
제한일 수는 없으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을 받게 된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
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해서도 잠정적으로 그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언론기관에 의하여 사생활의 내용이 공개 또는 폭로되거나 오해를 낳게
하는 표현이 있거나 인격적 징표가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당할 경우에 사
생활의 비밀 혹은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중 어느 것을 우선시 여길
것인지가 문제된다.
권리포기이론에 의하면, 일정한 사정 하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
의 자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자유
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므로 사생활을 공개하더라
도 침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공익의 이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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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
익이 된다는 믿음이다. 즉 보도적 가치, 교육적 가치, 계몽적 가치가 있
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자유에
우선하는 까닭에 그 공개행위는 침해행위가 될 수 없거나 면책사유가 된
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공적인물의 이론에 의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
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생활의 비
밀과 개인의 자유의 한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적 인물은
그 사생활이 공개되더라도 일반인에 비해 수인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언론의 자유 중 어느 것을 우선시
여기느냐에 관해서는 이들 이론을 종합적인 기준으로 하여 당시에 구체
적인 사정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법익을 결정해
야 할 것이다(Dickson, 1998). 이밖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국회의 국정
감사권13), 행정조사권14), 수사권15)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법률적 제한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한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당할 수 없다.

13) 사생활의 비밀, 자유와 국정감사 조사권과 관련하여, 국회는 국정감사조사권
을 발동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하나 조사권의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14) 사생활의 비밀, 개인의 자유와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현대국가에서 행정의
전산화 등을 통한 행정조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그
에 수반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라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특
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15) 사생활의 비밀, 개인의 자유와 수사권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권의 남용은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수사권의 발동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헌법상의 요건에 따라
야 하고 필요최소한의 제한에 머물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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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밀보장과 사회복지사의 의무
1) 사회복지사의 비밀보장원칙의 법률적 근거
사회복지사의 법적의무는 전문적 윤리에 근거한 당연한 의무로써 법
에도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16)과 사회복지사업법.17)에 사회복지
사는 업무상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사회복지사의 직접적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의 비밀보장 의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들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밖에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국
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도 비밀보장 의무를 명시
하고 있다. 특별히 여러 법률들 가운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18)은 비밀엄수의 의무,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죄에 관해 대체로 상세한
16)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복지의 의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에 관련해
알게 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 보호해
야 한다.(제31조)”라고 비밀보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7)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
서는 아니 된다(제47조)” 고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라는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4
조, 개정1999.4.30)”고 규정하고 있다.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가
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또는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 및
제 4조 2항 제1호에 규정된 자(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서는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다. 제 64조(비밀엄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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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서의 비밀누설 금지 혹은 비밀엄수 의무와 관련된 조항들
은 주로 1995년 이후에 추가된 조항들로서 점차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법들, 예컨대 ‘사회보장기본법’(제31조), ‘사회복지사
업법’(제47조) 등은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전
에 종사했던 사람의 비밀보장 의무도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의 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징역, 자격정지, 벌금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는 비밀이 엄수되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출판이나 방송을 통한 공개의 금
지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밀보장 의무를 윤리적 차원에서 규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이유는 클라이언트가 전문가를 신뢰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을 증진시키려는 취지에서 비롯
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를 신뢰할 때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는 의미에서 보면 개인의 이익보호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보호도 사회복
지실천의 목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에게는 클라이언트와 공
유하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동시에 비밀정보를 올바르
게 사용해야 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의무도 있다고 하겠다.
2) 사회복지실천에서 비밀보장의 제한 및 한계
비밀보장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기본 원칙이지만 절대적인 비밀보장이
약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의료분야
에서는 이미 클라이언트 정보에 대한 절대적인 비밀보장은 “노후한 개

의무의 위반죄), ① 제 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보
조인(변화사를 제외한다),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그 직에 있었던 자
를 포함한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18조 제2항의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한 신무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가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 기타 출판
물의 저작자의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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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Siegler, 1982).19) 사회복지사들도 역시 클라
이언트와의 관계에 있어서 얻어지는 비밀정보를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한 비밀보장이 절대적일 수 없음
을 인정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감정이 들까? 하나의
접근은 이 의무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로
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사회복지사가 적절하다고
여길 때 - 클라이언트가 비밀을 유지할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 클라이
언트 자신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권리와 자율성의 최종 수호자가 되
게 한다면 클라이언트의 사적권리와 클라이언트의 복지서비스 중에서 어
느 것이 보다 중요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달려
있게 된다. 때로는 사람들이 복지서비스의 부족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겠
지만 그것은 ‘선의의 근거, 즉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자율성’에 의한 것
이 될 것이다.
비밀유지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일상적인 삶의 맥락에서 자주 받아들
여지지만,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비밀유지와 관련한 문제는 클라이언트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사적인 것으로 혹은 비밀
로 간주하는 종류의 정보를 사회복지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어떤 정보들은 논의하기 당황스러우며, 어떤 정보는 만약 그것이 공
개될 경우에 클라이언트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도 있다. 사회복
지사는 일상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다른 누구와 상담하길 원하지 않는 경
제적 능력을 비롯하여 정신 및 신체기능에 대해 묻는다.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정신적인 기능이나 생식기능과 같은 민감한 내용인 경우, 사회복
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생활이나 심리적인 문제 등에 관해 상세히
19) 절대적인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생명윤리 전문가인 Siegler(1982)는 전문가 비
밀보장원칙은 한쪽 끝에는 절대적인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한쪽
끝에는 다양한 예외를 두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의료상의 비밀유지의 원
리와 관련된 진술들에게 1980년대 초에 미국의 한 의사와 윤리학자는 자신이
속한 대학의 병원에서 환자의 비밀스런 병원기록을 정당하게 볼 수 있는 사
람들이 25명에서 100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의료상의 비밀유지는
노후한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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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필요가 생길지도 모른다. 클라이언트의 경험, 생각과 감정, 과
거와 현재의 인간관계, 심지어 클라이언트의 상상이나 공상을 자세히 알
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유전적인 질병과 관련한 검사결과, 자녀와의
친자여부 등도 알아야 할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이러한 질문들은 음란함이나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 아니
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은 비밀유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려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클라
이언트의 절대적인 비밀보장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비밀보장의
한계와 관련한 쟁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비밀보장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만을 포함하는 아주 단순화
된 실천모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대부
분의 사회복지 실천체계에는 여러 사람들, 예컨대 담당 사회복지사 이외
의 동료 사회복지사, 다른 전공분야의 전문가, 기록 등 행정업무담당자,
보험회사, 경찰, 가족, 클라이언트 자신 등이 관여되어 있고 그 사람들
각자가 비밀보장과 관련된 상반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딜레마가 발생한다.
둘째, 제 3자의 보호와 관련되어 비밀보장의 제한이 광범위하게 수용
되는 사례에 있어 예외인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생명과 관련이 있을
때나 아동학대 혹은 방임20)의 강제적인 보고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비
밀보장을 제한하게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아동학대와 방임이 의심
되는 모든 사례를 아동보호기관이나 다른 지정기관에 보고하도록 법적으
로 요구받고 있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아동 클라이언트는
상대적 비밀보장과 절대적 비밀보장의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오히려 아
동학대와 방임사례에서 가해자의 비밀을 지키지 않는 것에 윤리적 의미
를 크게 두지 않고 학대받은 아동의 안전을 보호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
한 윤리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동이 학대받은 사
20) 아동학대와 방임 분야는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는 인식을 반영한 최초의 분야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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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보고하는 것이 아동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아
동에게 해로운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윤리
적․실제적 쟁점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동학대의
경우, 비밀보장원칙의 적용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
은 그들의 클라이언트, 예컨대 피해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부모
등 아동의 양육자 등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를 보고하는 것에 대
한 윤리적․실천적 의미를 다소 불편하게 생각한다.
셋째,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권리가 다른 권리나 의무와 충돌을 일으
키는 경우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거나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비밀을
공개할 것인지를 놓고 윤리적 딜레마를 겪게 된다. 특별히 자신의 자살
계획을 밝힌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권리는 생명보호원칙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21) 이밖에도 미성년 클라이언트 부모나 보호자의 자료공개나 정
보요청에 응해야 할 경우, 그리고 법원 등에서의 자료 요청 등 법적인
명령22)에 따르기 위해서 비밀보장이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21) 생명보호원칙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보호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고의 의
무임을 말해 준다. Lowenberg & Dolgoff(1996)는 윤리적 의무들이 서로 갈등적
인 상황에서 어떤 원칙이나 법적의무를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윤리원칙준거틀”을 위계서열 형태로 제시하였다. 윤리원칙 1부터
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명보호의 원칙, 2. 평등과불평등의 원칙, 3. 자
율성과 자유원칙, 4. 해의최소화원칙, 5. 삶의 질 원칙, 6. 사생활과 비밀보장
원칙, 7.진실성과완전개방원칙의 순이다.
22) 법적명령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르면 사
회복지사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은 사회복지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대한 법적 사회적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법적 소송중인 클라이언트의 사회복지사가 전문 상담원 자
격으로 상담내용을 증언하도록 법원으로부터 소환 받은 명령을 받게 되어 있
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의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정보에
관한 증언을 위해 출석을 명령받아서 원칙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출두하지 않거나 법적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증언거부의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증언거부가 이유 없음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결정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고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적소송에 두 사람이상의 클라이언트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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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컨대 클라이언트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위험을 유발시키는데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을 때, 폭력적일 때, 절박하게 힘이 약한 가족 성
원(아동, 배우자,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일어날 때, 법률이나 규정
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클라이언트의 비밀이 공개되고 사적인
보호가 제한을 받게 되는 때이다.
이상의 비밀보장의 제한을 가해야 할 사유가 발생될 때에 ‘비밀보장의
제한’이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비밀보장의
제한에 관해 명시되어 있다.23) NASW 윤리강령은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 비해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 관해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24) 그러나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은 사회복
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연루되어 있을 때 사회복지사는 관계자 및 공공의 이
익과 클라이언트의 사생활보호권의 비중을 검토해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법적 소송에 소환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정신보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같은 분야에서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들이 제정됨에 따
라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소환명령을 받고 비밀정보 공개에 대해 결정해야 하
는 상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3)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에 의하면 Ⅱ-1-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
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사회사업가협회의 윤리강령에 의하면, 1.07 사생활보호
와 비밀보장의 원칙, (a)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사생활에 대한 권
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의 제공이나 사회복지 평가 및 연
구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클라이언트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해서
는 안 된다. 개인적인 정보가 공유되는 순간 즉시 비밀보장에 대한 윤리 표준
의 적용을 받는다.
24)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에서는 Ⅱ-1-6 사회복지사는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미국의 NASW 윤리강령에도 비밀보장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다. 기준 1.07(c)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어쩔 수 없는 전문적 이유를 제외하고는 그 비밀을 보장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대
는 클라이언트나 다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심각하고 예견 가능
하며 급박한 위험을 야기하거나 혹은 법률이나 규칙이 클라이언트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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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의 재량으로 남겨지고 있으며, 비밀보장이 제한되는 법적 상황에 대
해서도 사회복지사들이 합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야
기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실천 개입 과정 초기에 클라이언트에게 비밀보장
의 한계에 관해 설명할 것을 권하지만 실제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게 말한 모든
것이 비밀보장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비밀보장의
제약에 관한 어느 정도의 설명은 필요하다. 그러나 비밀보장의 한계를
지나치게 일찍 강조하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에 오히려 해로
울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의 제한 상황,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를 비롯하여 타인들이 위험을 느끼거나 위험한 상
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보장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임을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 초기단계에 알릴
의무가 있다. 비밀보장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발생의 원인이 될 때 비밀보장은 제한을 받는다.25) 사회복
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클라이언트의 생각과 행
동을 이해하게 되고, 클라이언트의 진술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사회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다. 이때 전문가는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사회적인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위험성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컨대 클라이언트가 특정한 사람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것이라는 진술을 한 경우, 전문가는 살해를 당
할 수 있는 타인을 보호하고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때 전문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때,

도 비밀을 밝힐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5) “클라이언트의 비밀 Tarasoff 판결 혹은 Tarasosff 원칙이라고 부르는 캘리포니
아 상위법정의 판례(포달사건)에 따르면, 보장이 존중받고 방어 받을 수 있는
특권은 공공의 위험이 시작될 때에 끝나게 된다.” 다시 말해, 클라이언트 개
인의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 자신이나 타인, 공공에게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
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보호될 수도 유지될 수도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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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클라이언
트의 비밀보장에 관한 책임에 제한을 갖는 예외 상황이 된다(Egley, 1992).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실천을 위한 윤리강령에 의하면 클라이언트
개인의 사적인 비밀보장에 앞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인 피해를 막는 것
이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개인의 이득에 앞서 사회적인 이득을
우선하는 것 또한 타인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클라이언트 개인을
보호하는 것에 우선하여 행해야 한다는 등 실천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
이다. 또한 다른 예로서, 부부 가운데 남편이 HIV에 감염되었을 경우, 남
편 개인의 사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하나, 남편으로 인해 부인이
HIV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인에게 남편의 감
염사실을 알리고 HIV에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위생에 힘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윤리적인 실천이다. 이는 클라이언트인 남편
의 사적인 비밀을 보장하는 것에 앞서, 그의 부인이 위험에 빠질 수 있
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실천인 것이다. 또한 치
료적인 관계에서 치료자들은 클라이언트의 HIV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치료자들이 클라이언트로부터 HIV에 감염되는 일을 보호하
기 위한 조치이다. 법률규정26)에 의하면, 클라이언트의 혈액 검사를 통해
HIV의 감염 여부를 검사할 때, 이때 반드시 클라이언트에게 알리고 치료
에 관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클라이언트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해 서명을 하는 등의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 의무를 소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51호)의 제2장(신고 및
보고), 제1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제6조(감염자명부의 작성, 보고)에
서는 감염자에 대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규정과 함께 제7조(비밀누설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감염자의 진단, 검안 및 간호에 참여
한 자와 감염자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자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 14조(치료지시), 제15조(강제처분)
제18조(취업의 제한)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함께 이를
어길 시에는 가해지는 벌칙규정(제25, 26, 27조)에 관해서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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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체로 법률은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에 관해 존중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나 많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비밀보장에 앞서 공공의
이익과 일반 대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
지고 있는 상황인 점을 들어 이와 관련한 변화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과 관련한 법
률적인 해석과 적용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과 관련한 문제 즉 비밀보장을 제
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자신의 수퍼바이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또 다른 비밀보장의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
이언트 당사자를 비롯하여 클라이언트가 속한 해당기관에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 책임이 발생될 때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원칙
에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예컨대 아동27)은 요보호아동, 장애아동의 보호
27)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흔히 아동과 청소년이라 칭하는 연령대를 아동이라 부
르며, 동시에 조산아를 포함한 모든 신생아까지도 포함한다. 국제협약은 전문
과 본문 54개조로 되어있다. 본문 54개조는 제 1부(1-41조), 제 2부(42-45조),
제 3부(46-54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 앞부분의 다섯 조항은 조약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고, 조항 6에서 조항 40은 아동의 다양한 권리와 이에 따른 국가
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권리의 내용은 ‘3P’의 개념 즉 제공(provision),
보호(protection), 참여(participation)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제공의 개념은 아동이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과 이를 사용할 권리로서, 성명, 국적, 의
료, 교육, 여가 등을 즐길 권리와 요보호 아동 및 장애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를 의미한다. 보호의 개념은 아동이 유해한 행위 및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서 학대 및 부모로부터의 격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참여의
개념은 아동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알 권리와
사회활동의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
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비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제3조 제1항),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제12조) 및 아동의 참여(제12조)라고 하는 4개의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아동
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첫째, 비차별적 원칙,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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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권리, 아동이 유해한 행위 및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대 및
부모로부터의 격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관한 불법
행위를 해당 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노인에 대한
학대나 폭력행위, 성인의 학대나 폭력행위 그리고 잠재적인 폭력행위나
자살 등에 대해서도 법적28)으로 해당 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 비밀보장원칙의 제한 상황에 처한 사회복지사에게
유용한 지침이다. 사회복지사가 어떤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
를 공개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지침 내용을 활
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① 의료적인 응급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클라
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클라이언트가 제공받은 치료내용과 약
물치료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② 법정으로부터 진술할 것을 요
구받았을 때, 법률에 명시된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보다 더 많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③ 클라이언트가 자살을 시도하
는데 있어서 클라이언트에게 명백하고 긴급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
황은 언제인가? ④ 클라이언트의 진술에 의하면,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
람들에게 명백하고 긴급한 위험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었던 때는 언제인
가? ⑤ 아동학대의 경우 ⑥ 클라이언트가 전문가나 기관의 다른 종사자
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을 한 경우 ⑦ 노인학대나 폭력적 행위의 경우 등
이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서,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확인을 위해 공개해야 할 사항들이다. 예를 들어,
① 클라이언트가 동의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 그 내용이 법률적인
아동최선의 이익원칙. 셋째,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넷째, 아동의 의
사존중 및 참여의 원칙
28) 노인복지법 제39조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에 의하면, “누구든지 노인학
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해당되는 자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장
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요양을 담당하는 자, 가적폭력피해 상담자
및 보호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동시에 신고인들의
신분보장 및 그 의사에 따른 신분 노출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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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합당한가? ② 전문가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적절한 시기에 이러
한 사례에 대해 어떤 자문을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확인 작
업을 거쳐, 조직에 속한 모든 사회복지사와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사회복지현
장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비밀보장에 대한 인식을 확인시켜 주며, 비
밀보장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클라이언
트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공개함으로써 사회복지사나
자신이 속한 조직에 위험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나, 간혹 의심스
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슈퍼바이저나 경험이 많은 동
료 그리고 법률가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비밀유지특권과 특권의 제한
1) 법적권한으로서 비밀유지특권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비밀보장과 함께 언급되는 것이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특권(privileged communication)이다. 비밀유지특권은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권한으로서 특정 정보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동의가 없는 한 법정에서 관련 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권한
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법정절차를 밟고 있는 한 쪽이 신뢰관계를 바탕
으로 진행된 대화내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그에 대한 증언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상의 증언거부권에 의해 사
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특정비밀을 공개할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절대적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밀정보유지특권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가 제기된다. 그러나 비밀유지특권에 대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
든 사람에게 증언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 일반법을 따른다. 어느 누
구도 법정으로부터 증언을 요구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비밀유지특권은 클라이언트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에게 해
당되는 것은 아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사례기록 내용이 법정증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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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알지 못하거나, 뚜렷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심지
어 클라이언트 자신에 관한 증언 내용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클라이언트가 특권을 포기한다면 사회복지사는
법정에서 증언해야만 한다. 클라이언트가 아닌 어느 누구도 특권을 통제
할 수 없다. 특권과 관련된 법이 없는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얻은
비밀정보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할 것을 강요받으면 사회복지사는 이중구
속에 직면하게 된다. 즉 증언을 하게 되면 비밀정보를 밝힌 것 때문에
클라이언트로부터 제소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법정모독으로 소환될 것이다. 이처럼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특권은 전적
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관련 문
제들이 윤리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반면, 비밀유지특권에 관한 문제들은
전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이 요구된다.
2) 비밀유지특권의 제한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을
때 비밀유지특권은 제한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
지사와의 상담 중에 언급한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만 경우에 따라
서 비밀유지특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의 특권의 제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29)
29)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는, Ⅱ-1-6 사회복지사는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 정보를 얻
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시에는 동
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NASW 윤리강령에도 비밀보장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
다. 기준 1.07(c) 사회복지사는 직업상의 이유로 강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문직의 서비스 과정에서 얻게 된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클라이언트
나 클라이언트와 동일시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는 심각하고 임박한
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의 공개가 불가피하거나,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법
이나 규제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정보를 기밀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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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때의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및 자기결
정권 존중과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해를 입게 될지도 모를 제3자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윤리적인 쟁점이 제기된다. 제 3자에게 위험이 되는 비밀
정보공개를 클라이언트가 반대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더욱 곤란한 윤
리적 딜레마를 직면하게 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사람의 신체적 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비밀정보를 공개
하는 것이 원조관계에 손상을 입힐 것인지 그리고 손상을 입힌다면 어느
정도의 손상이 예상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위협을 공개함
으로써 클라이언트가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사회적, 경제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 타 전문직 종사자들간에 비밀정보의 공개를 정당화하
는 조건들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비밀보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동의만이 이루어졌
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
밀정보의 개방은 다음의 같은 몇 가지 필요조건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제3자에게 폭력의 위협을 가했
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폭력행위가 예측가능하다는 증거를 가
지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폭력행위가 임
박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는 클라이
언트의 폭력으로 인한 잠재적인 희생자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Reamer,
1999).
둘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파괴적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
에게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클라
이언트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이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을 공
개해야 할 상황 또는 부부상담이나 집단상담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
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공개되어야 달성 가능
한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만이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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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
우가 있다. 예컨대, 남편의 도박이나 약물중독 혹은 부적절한 이성관계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셋째,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회복지사는 비밀유지특권의 윤리적 쟁점과 관련된 곤란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 부모나 보호자가 상담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에 대해 알고
싶어 할 때, 클라이언트와 공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인
지 혹은 비밀을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경
우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약물사용, 성행위, 비행과 관련된 정보들이 이
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넷째, 비밀유지는 클라이언트와 공유하고 있는 특정한 정보 제공을 삼
가는 전문적 의무이다. 클라이언트가 동의하지 않는 비밀정보공개로부터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인 문제이다. 이를 기
반으로 하여 ‘공공은 모든 사람의 증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일반적인 법률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비밀정보유지특권의 문제
이다. 즉 법적소송절차에서 증언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예컨대, 클
라이언트가 위험에 빠져 있거나 자신이나 타인을 해하고자 할 때, 아동
학대나 방임이 심각하게 의심될 때, 클라이언트가 범죄를 계획할 때, 그
리고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실천오류로 고소했을 때 등, 특권적용
예외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에는 비밀유지특권은 제한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대표적인 비밀유지특권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아
동학대와 피해자 보호 사례(Barksdall, 1989; Green and Hansen, 1989)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아
동학대 신고의무와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등 비밀유지특권
의 원칙이 예외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30) 미국의 경우에는 실정법
30) 아동복지법 제 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신고의무자: 교사, 의료기
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
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종사자, 보
육시설 종사자, 복지시설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보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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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회복지사(기타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와 방임이 의심되는 모든 사례
를 아동보호기관이나 기타 지정기관에 보고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6. 고지된 동의와 경고의 의무
1) 고지된 동의
국가 법률과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
어 있으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보호나 비밀보장이 이뤄지
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이 이뤄질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와 비밀보장의 제한에 관해 이해하
고 있어야 하며 또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동의에 대한 진술을 공지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법률
에서 정한 일반 개인의 사적인 정보와 실천 전문가들이 클라이언트의 정
보를 필요로 하는 상황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특별히 요구되는 정보 등
에 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에 관해 그 기
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윤리적이며 법률적인 자격에 관해 이해하고 있어
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
는지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한다.
한편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와 관련된 것이 ‘가치의 문제’라면, 무엇
이 옳은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윤리의 차원’이다. 예컨대, 개인의 사생
활 보호의 문제가 현대 사회의 중요한 가치 차원에서 논의된다면, 클라
이언트와의 면접과정을 녹화하거나 제3자가 면접내용을 관찰할 수 있도
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② 신고시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 38조(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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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은 윤리 차원의 문
제이다. 여기서 개인의 사생활보호는 바람직한 가치이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전 동의는 이 가치에서 나온 윤리적 규칙이며 실천에 대한 올바
른 방식이다. 관련 법률 규정이나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지켜 온 윤
리강령들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일치된 판단이 가
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 지침서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법률과
전문가 윤리강령은 클라이언트의 가치, 사회 일반의 가치 그리고 전문
실천가들의 개인적인 가치가 서로 상충될 때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딜레
마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헌법의
규정을 들 수 있는데,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서 ‘개인
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다.31) 이밖에도 이를 개인의 실천윤리로서 강
제하도록 그 규범을 형법에 두고 있는데, 형법에서는 ‘비밀누설죄’32)와 연
결되어 비밀보장의 규정을 위반 할 시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란 사회복지사를 비롯
한 다른 전문가들이 클라이언트 삶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또한 클라이언
트 동의 없이 그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정보공개와 관련해 고지된 동의를
31)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21조 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
해하여서는 안 된다.
32) 형법 제 31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조산원,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 공증인, 대서업자 및 종교직에 있는 자는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
을 누설한 죄, 친고죄이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
지,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
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의 자격정지, 형법 제 309조, 신문, 잡지 방송 및 기타 출판물을 통해 산 사람
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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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33) 즉 고지된 동의에 관한 전문가 윤리규
칙은 자율성에 대한 도덕적 원칙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사나
타 전공 전문가들이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
에게 공개하거나, 어떤 활동도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고지된 동의는 클라이언트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정보를
얻었는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동의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고지된 동의
를 할 능력이 있는지 등의 전제 조건, 즉 지식, 자발성, 능력의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한 가지 혹은 이 세 가지 모두와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만들어 낸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윤리적 쟁점들에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와의
실천을 비롯하여, 호감을 얻기 위한 동기를 가진 클라이언트, 맹목적 믿
음을 가진 클라이언트의 무조건적인 동의, 고지된 동의를 할 수 있는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 노인,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의 경우가 해
당된다, 이밖에도 기타 자발적인 동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지나치게 무지하거나 심각한 정서적 상처로 자살
이나 기타 자해행동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 윤리적인 문제
가 제기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동의 형태로는 직접적 동의와 무언의
동의, 구두동의와 서면동의, 과거동의, 현재동의와 미래동의, 그리고 강제
33)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는 Ⅱ-1-6 사회복지사는 문서, 사진, 컴퓨터 파
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 정보를 얻어
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
의를 얻어야 한다. I-2-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
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I-2-3 연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
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 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미국의 NASW 윤리강령은 고지된 동의의 윤리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
하고 있다. 기준 1.03(e) 전자대체(컴퓨터, 전화, 라디오, TV 따위)를 통해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제한사항과 위험사항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기준 1.03(f)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
한 녹음 또는 녹화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관
찰하도록 허용할 때는 사전에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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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동의 등 다양한 동의형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동의
형태로 인해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클라이언트가 고
지된 동의를 하는 것은 한 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다.
전문가와 동의한 내용을 클라이언트에게 고지하는 일은 또 다른 형태
의 비밀보장권리의 예외적인 예이다. 클라이언트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
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① 특별한 종류의 임상적인 실천
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이지 못한 경우나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② 개입이 진행되는 회기 동안의 내용 기록, 관찰
혹은 토의, ③ 클라이언트의 실명 사용을 피하는 등, 실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조건에서 특별한 클라
이언트의 문제를 교육이나 훈련에 사용하는 내용. ④ 클라이언트가 충분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예를 들어 특정 프로그램이나 치
료를 받게 되는 경우와 거절하게 되는 경우, 각각의 진행되는 활동의 내
용이나 나타나게 되는 가능한 결과 등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 실천가
의 실수나 잘못된 실천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사회복지사가 져야 하는
데, 특히 위에서 소개한 클라이언트에게 알려한 할 정보를 알리지 않았
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 결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신을 보호하는 것 등
이다.
클라이언트는 실천 전문가로부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며, 대
체로 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전문가는 클라이언
트와 전문가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힘의 불균형을 이해하는데 있어 클라
이언트가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힘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신체
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도 전문가에 비해 상처받기 쉬운 약한 위치에 놓
여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가는 클라이언트에게 실천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가 이의 중대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전문가는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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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고의 의무
경고의 의무는 피해 발생의 원인을 확인하게 될 때, 사회복지사로 하
여금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이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사회적인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위험성을 해당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사적인 비밀보장유지에 앞서
공공의 이익에 발생 가능한 피해를 막음으로써, 결국 사회적 피해를 막
기 위한 노력을 우선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이익에
앞서 사회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실천으로 실천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다.
‘경고의 의무를 행 한다’ 함은 클라이언트를 비롯하여 제3자 혹은 사
회 다수 구성원에게 위험의 가능성이 있을 때,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의
원칙을 일시 중지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원칙
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비밀보장을 유지하고자 하
는 정책은 보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4)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의 의무는 피해가 예상되는 클라이언트에게 피해발생에 관해 경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관련 사람들, 경찰 등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다. Givelber, Bower and Blitch(1984)의 조사에 의하면, 정신과 의사들의
90%가 경고의무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법적
의무라고 생각하였고, 이는 사회복지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한
것이다.
34) 경고의무와 관련한, Tarasoff 원칙이란 위험발생이 가능할 때, 비밀보장의 원
칙을 중지하고 피해자에게 경고하는 원리이다. 치료나 개입과정에서 생길 위
험의 성격이 법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요인이다. 위험의 공개가 고지 훈 동의
를 얻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클라이언트 본인들이 직면한 위험이 무엇인지, 그 위험이 정말 결과로 나타날
지, 그 위험이 가지는 결과와 그 위험이 나타난다면 언제 나타나는지 알 필요
는 없다. 물론 이 특징들이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항상 동등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클라이언트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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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 딜레마를 다루는 또 다른 고려 사항은 공개의 필요성35)이
다. 이 딜레마는 사회복지실천과정의 비밀유지라는 문제를 고려하는 모
든 사람들, 즉 클라이언트, 잠재적인 클라이언트, 사회복지분야 이외의
의료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종사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이
딜레마를 피해갈 그럴 듯한 방법이 없지만 적어도 그 딜레마를 공개적으
로 인정하고, 사회복지사는 그 딜레마에 반응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
들을 제시해 줘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도덕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국가
의 법을 존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기회를
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이 적절히
이뤄질 수 없거나 적절히 대리할 수 없을 때, 예컨대 도저히 사회복지사
로서 수용할 수 없는 요구 사항을 클라이언트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루기를 요구할 때, 그리고 이와 같이 개입이 어리석은 활동
이 되어 버리거나 혹은 사소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일 지라도 사회복지사
는 이것을 판단할 때 전문가 윤리에 근거하여 최대한의 정도에서 비밀유
지를 목표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가 고지 후 동의의 개념을 다 규명하
지는 않는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클라이언트가 개입의 결정과정에 진정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
지 측면, 즉 이해와 동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 두 측면이 예외적인 상
황에서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클라이언트의 포기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정보 공개를 포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담당 사회복지사가 원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
는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클라이언트는 정

35) 공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실천 개입과정이 실험적이거나 클라이언
트의 고통이나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는 제안된 개입과정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가 이러한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개되어야 할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진정으로 고지 후 동의가 있을 수 없다. 고지 후 동의는 클라이언
트와 사회복지사 양쪽의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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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개의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클라이언
트가 공개요청의 권리를 포기하는 식으로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정당하
게 행사하고, 사회복지사는 조정의 혐의를 피할 수 있었다.

7. 결 론
지금까지 비밀보장과 관련되어 윤리적 의무 및 법률적 의무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에서 비밀보장과 비밀보장의 제한, 사회복지사의 의무와 책
임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비밀보장은 사회복지실천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원리임에 틀림이 없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이 ‘관계’에 의한 것이
다. 따라서 비밀보장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적절한 원조가 실천되기 어려운 것이 비밀보장을 강조하는 이유일 것이
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함께하는 실천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을 접
하게 되고 이때 비밀보장원칙과 관련하여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인 갈등
은 매우 복잡하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클라이
언트 비밀보장원칙을 지킴으로써 클라이언트는 안정감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함이 존재하는 것이다. 무조건 비밀보장을 지키는 것
만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며, 예외의 상황에서는 비밀보장의 원칙을 제한
하는 것이 오히려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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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fidentiality and Privacy
in Social Work Practice

Oh, Heaky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nfidentiality and Privacy remain cornerstones of social work practice. Yet
while social workers might like to assure their patients or clients that whatever
is disclosed will remain secret, and patients or clients may want that assurance
before freely disclosing highly personal information, the reality is that assurances
may not be possible. Sound social work practice often necessitates supervision,
consultation, and peer review of cases, making, total secrecy impossible. Careful
documentation in care records, often necessary for decision making, consultation,
record review, and protection from possible future litigation, results in a written
record, which at a later time can become partially or totally accessible.
Nonetheless, the social worker must operate within these mandates and constraints
and where appropriate, explain them to clients. Why certain information is
confidential and private, why other information is not, and why even confidential
and private information may be never totally confidential or private are issues,
which professionals and clients must struggle with frequentl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present the realities to the social work
professional and student, including the patterns, complexities, and seeming in
consistencies. To accomplish this end, choices had to be made between w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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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or more important and what is not necessary or less important.
Key words : Confidentiality, Privacy, Limitation of confidentiality, Privileged communication,
informed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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