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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고에서는 현대사회의 대표적 사회변동 중 하나인 정보화가 사회복지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합과 융합의 차원에서 시론적(試論的)으로
탐색해 보았다. 정보화의 기술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교육과 실천 현장
에도 일정수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사회복지교육과 실천
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영향력을 더욱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교육과 실천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사회복지교육 및 실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교
육기관의 교과목 개발이나 실무자를 위한 보수교육 확대와 더불어 법제 및
윤리적 대응 방안의 구축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융합, 통합, 정보화,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교육

I. 서론
오늘의 시대는 생산양식이 크게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뀜‘의
시대인 만큼 새로운 질서를 지향하는 경계허물기와 융합을 시도하는
때라고 할 수 있다. 문학에선 이미 장르문학과 순수문학의 경계가 무
1) 본 연구는 2010년 서강대학교 특별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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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고 있다. 장르소설 작가가 순수문학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수상
(受賞)하는가 하면, 순수문학 작가가 장르소설을 쓰겠다고 하는 사례
역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문학이 영화화되고, 영화가 소설화되고, 문
학과 영화산업의 경계 또한 무너지고 있다. 정치에서는 좌익과 우익
의 구분이 애매한 계급적 평등을 요구하면서도 신자유주의를 옹호하
는 정치노선을 펼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정치집단을
옹호하는 정치세력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IT(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에선 재빠르게 시도되고 있는 컨
버전스로 서로 다른 시장이라고 여겨졌던 휴대용 영상기기 시장과
휴대용 음악 감상기기 시장이 MP3의 등장으로 무너졌고, 휴대폰에
카메라와 MP3 기능은 필수인 만큼 각 기술들이 서로 결합하며 각자
의 시장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외에 재즈와 힙합이 만나고, 힙
합과 락, 댄스와 발라드, R&B와 힙합, 팝과 오페라, 클래식과 힙합이
만나는 음악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퓨전장르들이 분명한 인기를 끌고,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 분야 또는 부문 간 경계를 벗어나서 다른 분야와의 접
속성을 증대시키며, 접속은 이들을 네트워크화 시키고, 네트워크 안
에서 소통하는 것을 통합 또는 융합이라 일컬을 수 있다. 물론 통합
과 융합의 의미는 분명 차별화되어 있다. 엄밀히 분리하여 정의할 수
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학문적 영역에서는 탈경계 (borderless), 학제
간 연구 (inter-disciplinary), 섞임 (fusion), 통섭 (consilience), 수렴
(convergence) 등의 용어로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통합과 융합은 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기술과 산업, 그리
고 사회생활의 영역에까지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 이 흐름은 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산양식의 변동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유행 이상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도종, 2009). 즉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
는 과정에서 과거의 틀을 부수고 미래의 틀을 만들어가는 실천적 활
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개별 부문 간 통합과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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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실험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방법론으로 체
계화하기 위한 철학적,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사회복지의 실
천영역에서도 통합과 융합의 현실성 및 지향점과 과제를 고찰해 볼
시점에 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통합과 융합을 논하는 것은 결코 새
삼스럽지 않다.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 자체가 사회과학의 다양한
색채를 지니고 있으며 다학제 (inter-disciplinary) 간 연구와 교류가
절실한 지적 영역이기 때문이다(강선경, 2010).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는 주로 대상자 별로 사회복지서비
스를 규정한 14개 법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든, 상호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다
는 것이다. 예컨대, 여성복지 실천분야는 노인, 장애인, 아동 및 가족,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와 상관관계에 있다. 노인복지분야가 여성노인의
문제나 서비스를 충분히 고려하여 준다면, 또한 장애인복지 분야가
여성장애인, 아동의 행동문제 등을 심각하게 고민한다면, 사회복지서
비스는 가족, 의료, 여성, 장애인, 아동복지 등 개별 분야 간의 불가분
의 관계 속에서 사회복지의 기능 수행을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려
면, 여성복지의 범주만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 아동, 가족, 지역사회
서비스의 영역별로 세분화하거나 때로는 확대, 통합된 서비스를 시행
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처럼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교육 및 실천 분야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실질적
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통합과 융합의 가능성 및 미래과제를 탐
구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정보기술 분야와 사회복지교육과 실천 부문 간 융합의 가능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고를 위하여 먼저 통합과 융합의 개념을
탐구한 후, 사회복지실천의 흐름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타 부문
과 사회복지와의 융합 차원의 하나의 예로, 정보기술의 사회복지 영
역에서 활용 가치와 그 필요성을 논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견되는 정보기술을 사회복지교육과 실천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151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사회복지교
육과 실천 현장에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사회복
지를 수학하는 학생 또는 관련 실무 종사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교육의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교육과 실천 현장에서 유용한 사고와 방
안을 제안하는 시론(試論)적 차원의 연구임을 밝힌다.

II. 통합 (Integration)에서 융합 (Convergence)으로
1. 통합 vs. 융합의 개념적 고찰
통합의 의미는 “부분을 연결시켜 전체를 만드는 일”, “이질적인 것
들을 하나의 체제 속에 연결, 융화시키는 일”(Barker, 1991)로 정의
되고 있다. 또한 통합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
는데, 부분의 총화는 전체이냐 혹은 전체를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느냐
라는 철학적 의문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결국 통합의 개념
은 인간이 본래 통합적인 존재 혹은 전인적인 존재이므로 인간의 마
음과 몸, 그리고 사고와 행동 등으로 구분·분석하는 원자론적 입장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하나의 전체, 즉 전인으로 보는 것으로 정의
되어진다.
사회복지실천에서도 인간과 환경을 서로 분리된 개체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상호교류(transaction)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체계로 보았
다(Wakefield, 1996). 사회복지실천은 인간발달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서 체계적 이론을 확대하여 인간과 환경은 상호 관련되어 있고, 여러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진 듯한 경우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축소하
는 것을 피하면서 문제의 복잡성을 정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방법은 일정한 한계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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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해 사례주변의 개념적인 경계선을 세우는 방법으로서 개인,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이다. 모든 과정을 환
경 내의 인간에 초점을 두면서 진행하는 심리사회적 관점은 개인과
환경이 항상 서로 적응한다고 보고, 또한 사례의 어느 한쪽이나 상호
작용에 직접 개입하더라도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방식이다.
한편, 융합은 분리된 두 개 이상의 요소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
이거나 하나의 요소로 수렴되는 현상 또는 이러한 양상을 따르는 모
든 사회, 경제적 현상을 의미한다(이인식, 2008). 물론 융합의 의미도
기술변화와 시대환경에 따라 변화했다. 2000년 이전에는 주로 기능
중심의 결합을 의미하였다. 즉 복합복사기, 냉난방기, 자동응답 전화
기 등 기존에 통용되던 기능이 단순히 접목돼 복합화 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주로 기술 중심의 결합으
로 의미가 변화하게 된다.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
(NT),

녹색기술(GT) 등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함에 따라 융합은 주

로 기술적 측면에서의 결합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융합이란 단순히 서로 다른 기술·제품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결합
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
는 컨버전스 비즈니스 트렌드는 특히, IT에 의한 컨버전스를 일컫는
것으로 IT 기술에 의해 기술 간, 기기(機器) 간, 서비스 간의 융·복합
화가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모든 디바이스는 편리성과 휴대성,
디지털화, 유용성, 복합화, 네트워크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들의 화학적 융합이 커다란 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경향이 제품화 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iPod는 대표적
인 상품이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사회
복지 욕구의 증대 및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
지서비스의 제공에 정보기술을 본격적으로 접목하고자 노력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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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연, 2002).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정보화는 첫째, 내
부적인 사무기능의 자동화, 문서작성, 기록유지, 회계관리 등에 컴퓨
터를 활용하는 의미이며, 둘째는 정보와 의견의 공유를 목표로 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되어졌다. 전자우편을 통해 문서를 주고받거나, 업무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클라이언트를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의 사용정도를 의미하
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변화는 사회복지서비스
의 질적, 양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보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
달과 융합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방식, 사회문화적 교류방식을 변화시키게 되는 동시에, 급기야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복지서비스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의 융·복합화가 이루어지도록 요구되어진다.

2.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고찰
1) 사회복지실천의 방법론적 변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는 모든 사회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방법으
로 원조해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법론은 문제에 대하여 특정한 문
제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한계에 부딪혀왔다(Mattani, 1995).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서의 클라이언트들이 지나치게 분화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서비스의 파편화 현상으로 다양한 기관
과 서비스를 찾아 다녀야하는 비효율적 문제가 표출되었다. 이러한
파편화 현상은 사회복지교육의 영역에서도 발견된다.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속성에 의하여 사회복지학 전공의 세분화 현상은 가속되는
반면, 전공학문 간 통합적 차원의 교류와 거시적 시각의 협력은 퇴색
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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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복지실천의 전통적 방법은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직제간의
이동이나 훈련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경험하게 하였고, 이러한 비판
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의 실천방법론에 대한 통합적 시도가 이루어졌
다. 특히 체계이론, 일반체계이론, 생태체계이론 등의 다양한 이론이
사회복지실천에 활용되면서 복잡한 문제에 대한 접근의 기틀이 마련
되어 통합화의 경향을 가속화하게 되었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통
합적 방법이란 사회복지사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문
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된 하나의 원리나 개념을 제공하고자 하는
방법의 통합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통합적 방법이란 전통적 방법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해서 교육함으로써,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복수의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통합적 실천모델은
총체적인 접근을 강조하면서 진단과 개입에 있어 환경 속의 인간이
라는 관점을 사용하며 문제해결 과정은 직선적이 아니라 순환적이며
역동적인 과정임을 가정한다(오정수, 1996). 이러기 위해서 통합적 실
천모델은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한다. 즉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미시
체계와 거시체계를 망라하는 폭넓은 범위의 개입방법을 선택하고 적
용하는 것이다. 또한 각 단계에서 사회복지 실천가는 평가자, 개입자,
조사자, 사회적 망의 연결자로서의 기능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환경과
의 상호작용에서 가지는 역기능적인 부분을 보다 기능적이고 적응적
일 수 있도록 개인과 환경의 전반에 걸쳐 개입하게 된다. 특히 현대
와 같이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욕구에 대한 사회복지의
효율적 실천을 위해서 통합적 접근은 그 기여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2) 정보화 시대 태동에 따른 사회복지실천 영역의 변화
현대에 이르러 사회복지 교육과 실천현장을 통합하는 것은 고도로
분화된 사회복지체계를 재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서비스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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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체계의 통합이 필수적이다(Emilia & Martinez-Brawley, 1993). 이
를 위해 산업화를 넘어서 정보화의 보편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서 사회복지 실천영역에서도 부분적으로는 ‘통합된 정보사회’를 구현
하는 노력이 있어왔다(박은미, 2000).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보
기술의 활용 가능성은 기술적 발전 수준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즉
정보기술의 발전은 연속적이기 보다는 PC의 성능 및 통신기술의 발
전에 따른 단계적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단계
는 전산화 단계, 네트워크 단계, 쌍방향 멀티미디어 통신 단계 그리고
무선통신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도 각
단계마다 그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정보화는 사무자동화에서 시작하여 컴퓨터 네
트워킹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로 사무자동화라는 말이
등장하여 책상에서 손으로 작업하던 문서, 결재 서류 등은 컴퓨터에
의해서 도식화되고 통일된 디지털 문서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단계에서 개발된 정보기술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적합성
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1980년 이후로는 이러한 문서나 정보들이
기관과 시설들에 의해 공유되기 위해 통신망으로 하나 둘 연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른바 컴퓨터 네트워킹으로 발전하게 되는 성향을 보
이게 되었다. 이로써 전산기술과 통신기술이 융합되어 정보화의 효과
는 크게 상승하였다. 이 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은 다양하게 분산된 사
회복지 관련 기관과 시설들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통합성
을 강화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제 3단계인 멀티미디어화는 정보통신기술의
첨단화․고도화를 의미하는데 그동안 주로 문자나 음성만을 처리하
고 전달하던 통신기술이 화상 및 동영상까지도 전송할 수 있게 되었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은 통신망의 고도화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단계에서 개발된 화상회의(computer conference) 기술은
서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교육받고 조언을 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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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하여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기여하
였다.
제 4단계는 통신방식에 있어서 무선과 위성의 비중이 높아지는 단
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용 휴대단말기의 소형화와 가
격의 저렴화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아직 사회복지분야에서는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위성을 이용한 원격진료나 위치추적시스템(GPS) 등을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원격상담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III. 사회복지교육과 실천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1. 융합의 실천: 정보통신 기술의 결합
컴퓨터나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그리고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
보통신혁명은 1990년대에 들어와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질이 변하고 있고, 정부의 형태
나 정책과정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국가 및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기본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김응철, 2006).
그런데 이런 변화는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나 집단이나
국가에게는 기회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보화에 접근이 어렵거나
보편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계층 또는 집단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접근성의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른바 정보화라 불리
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보사
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존엄성이나 복지향상은 공허한 메아
리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교육과 실천에서의 융합은 고도로 분화된 사회복지
시스템들을 유기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재통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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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각각의 관계를 조화롭게 다루어야 하며, 개별 시스템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이준영, 2000). 즉 시스템이
라는 것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의 요소에 영향
을 주면 나머지 것들이 다시 영향을 받아, 또 다시 첫 번째 요소에
부메랑처럼 파생적 영향이 돌아오는 것이다. 특히 관계를 다룬다고
할 때에는 이러한 상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관점이 절
실히 요구되어 진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에 따라 교육과 실천의 방법을 모색하되, 시스템적인 관
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천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이 동시에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가들에게는 이 부
분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다.
사회복지교육과 실천의 영역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과학적이며 학문적 지식과 기술이 응용되는 총체적
과정인 동시에 이질성과 응용성 그리고 총체성이라는 세 가지 속성
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분야이다(김인숙, 2004). 사회복지교육의 합리
적 선상에서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이 동반되기 때문에 전술한 시스
템적인 관계의 상호관계의 중요성은 절실하다.
융합은 개별영역 간 경계를 허물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야만 사
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새로운 영역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융합의 관점은 사회
복지교육과 실천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술
하였듯이 사회복지교육과 실천의 영역은 종합복지관, 보건부문, 공공
기관, 사회복지 관련시설, 교도소 등 복지 영역에 속하는 기관과 병
원, 학교, 연구소 등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기관들이 상호관계 되는
분야이고, 또한 학문적으로는 심리학, 행정학, 생물학, 의학, 인류학,
사회학 등 다양한 과학의 영역들이 상호교류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
문이다.
사회복지교육과 실천을 융합의 관점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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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과 새로운 사회복지실천기술 및
영역 개발에 동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적 제안
으로는 첫째, 관련 종사자들의 자기 분야 외적 지식의 확장이 필요함
을 들 수 있다. 즉, 사회복지실천가는 현장에서의 고객의 욕구(needs)
를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이론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사회복
지와 관련되는 학문 영역에 대하여 관련 학위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
정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교육기관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인문·사회과학·경
영학적 지식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이 전략적 리
더십을 갖춘 조직의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학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학계의
전문가들을 전국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기존에 같은 분야의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발전시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복지학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융합 혹
은 통섭 학술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공공기관, 대학, 보건 세팅, 학교 등 관
련 연구소가 하나의 공간 내에서 상호 융합하여 업무를 할 수 있는
통합공간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 과제가 이루어진다면 한
국의 사회복지 교육과 실천은 더욱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 선도해 나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융합의 지향점
1990년대 들어 '정보화'는 하나의 일상용어로서 자리잡기 시작하였
으며 이러한 흐름에 일조한 것이 바로 정보통신의 발달이다. 이는 삶
의 영역으로 일상화 되면서, 정보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만을 의미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 의한 삶의 질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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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추구하는 궁극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결국 인류의 복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IT, NT, BT가 융합되는 유비쿼터스 네
트워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를 지향하는 사회통합의 속성
을 잘 나타내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 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 부문은 학계 및 교육기관일 것이다.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네트워크화 하는
즉, 정보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학습과 교육 그리고 연구를 원
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교육자 및 연구자에게 큰 기여를 하고
있다(Sharkey, 2000). Caputo와 Cnaan(1990)에 의하면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Social Work(IASSW)에 가입된 비미주(非
美州) 지역의 사회복지대학들과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CSWE)에 소속된 미국 사회복지학교들의 컴퓨터 사용 실태를 조사
해 본 결과, 미국 내 사회복지학교들의 컴퓨터 사용 실태가 비미주
지역 학교들에 비하여 높았으며, 특히 대학원에서의 사용실적이 높았
을 뿐만 아니라 사용범위도 넓었음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급속한 IT
기술의 발전은 이전에 비해서 지역 및 계층 그리고 분야 간 정보통
신 접근성의 경계를 허물어트리는 계기를 제공하면서 사회복지 부문
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어 왔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사회복지 영역에 미친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전술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포함하여, 간편화된 녹
취(recording) 기술, 프로그램 및 인사 평가방법, 옹호(advocacy) 방
법의 변화, 고립 지역에 사는 학생 및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원격학습,
온라인을 이용한 집단상담(group work), 슈퍼비전, 온라인을 통한 원
격상담 및 원격치료(e-counselling and e-therapy) 등을 들 수 있다
(Csiernik, et al., 2006).
더 나아가 IT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행정 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
친다. 복잡한 사회보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정보통신체계를 활
용한 일반국민 및 사회복지급여 수혜자의 데이터를 교환이 가능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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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지방 정부 간 또는 사회보장 기관 간 그리고 양자 간 정보공유
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콜센터 및 인터넷 상담 그리고 스마트카드 등
을 이용하여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
였다(Henman & Adler, 2000).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을 사회복지실천
에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욕구와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고, 소비자의 욕구 파악과 이력 관리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 공급자 간,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원활
한 의사소통 및 연계, 협력을 이끌어 낼 수가 있다.
반면 정보기술의 사회복지로의 융합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도 경험
하게 되는데, 온라인을 통한 상담 및 치료에 대한 효과검증과 사회복
지사 세대 간 경험하게 되는 IT에 대한 친숙함과 그에 따른 업무 효
율의 차이 등이 그것이다(Csiernik et al., 2006).
한편 현재까지 정보화는 기업체나 관료조직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
고 있지만, 사회복지 역시 희소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효율
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관리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체계
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보화에 대한 욕구는
충분하다. 또한 사회복지가 기관을 중심으로 한 실천 활동이라는 점
에서 정보화가 갖는 연결망 형성(information networking)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요구된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견되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기술은 사회복지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한 사회복지교육과 실천은 어떠한 것들
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교육과 실천 현장에서의 정보기술의 융합의 가능성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교육 및 실천 현장에서 보여주는 정보통신
의 활용을 살펴보면 조직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개인의 선택
적인 참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직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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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부분의 복지관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는 있지만 조직 전체
차원의 운영이라기보다는 소수의 열정적인 참여자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화의 추진이 해당조직의
구조와 운영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충
분한 수용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한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한 조직의 정보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소
수의 열정적인 주도자가 필요하다. 이들이 보여주는 실질적인 업무에
서의 활용과 효율성은 전체조직의 정보화를 이끌어내는 데 충분한
추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호룡, 이준호, 2004).
예를 들어 한 실무자가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유사한 상황에 처
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동안 기관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지 알고 싶다고 하자. 전산화 이전까지는 이를 위해 서류함에 보
관된 파일들을 뒤져 관련된 클라이언트들을 일일이 찾아야 했고 그
나마도 해당되는 모든 클라이언트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전산
화작업 이후 그 기관을 거쳐 간 모든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관련된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유형과
기간 그리고 결과들을 손쉽게 필요한 때마다 처리할 수 있다. 결국
인터넷의 연결망이 조직 내부에서의 정보교환과 통합관리를 가능하
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유용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네트워크
망은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응용서비스(원격진료, 원격상담, 원격근무 등)의 개발을 통하
여 이동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하고 사회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일반에 있어
서는 복지자원 동원체계와 전달체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전달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증거근거이론(evidence-based practice theory)을
근간으로 사회복지교육 및 실천을 이행할 때 더욱 유용한 가치가 있
는 몇 가지 실레들이 발견된다. Lee(2007)는 사회복지 교육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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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실습교육에 대한 평가와 관련
한 정보통신기술과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학생들이 사회
복지실습교육을 이행한 후 현장지도자로부터 받는 평가결과가 객관
적이지 못하며 평가 시 평가자의 주관이 다분히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방
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다.
그가 활용하는 기본적인 수단은 Web CT2)를 활용하여 디지털화한
실습관련 포토폴리오와 온라인 평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엄격한 패스워드 관리를 통한 개인정보 권한을 강화하며, 평
가 자료는 Common Gateway Interface(CGI)를 통하여 전환시켜 평
가 기준으로부터 크게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 모니터링 한다.
Manthorpe

등(2010)은

증거근거시스템의

대표적인

융합

기술로

Health Risk Appraisal for Older people(HRAO)3)을 제시하고 있다.
상기 시스템은 고령자들이 예방과 조기 개입차원의 서비스를 국가로
부터 받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평가하여 이를 HRAO
에 입력한 후 추후 개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피드백을 관련 기관
으로부터 제공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야후! 지도(map.yahoo.co.kr) 위 미아 찾기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상기 시스템은 야후! 코리아가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
기관과 제휴를 맺고 실시하고 있다(2010.4.4. 한국모바일 방송). 야후!
코리아는 지도 위에 미아의 실종된 지점을 표시해 주며 사진, 이름,
실종 일자, 신체적 특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사용자는 지
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해당 지역 부근의 미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야후! 코리아 지도 서비스 방문 시 현재 접속 위
2) Blackboard Learning System이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원격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러닝환경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현재 사이버 강의 등을 위해 교육기
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3) 상기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개별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하는데 그 질문 내
용들을 살펴보면, 병명, 진단상태, 투입약물 복용상황, 정신건강상태, 기억력, 육체적 기능,
쓰러짐, 활동수준, 알코올 및 흡연수준, 시청력 상태, 자제력, 운전능력, 통증, 영양수준,
사회적 지지와 네트워크 상태, 인적사항 등이 포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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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IP) 혹은 사전 등록한 관심 지역을 자동으로 먼저 보여주기 때문
에 보다 사용자 실생활과 밀착된 미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IV. 정보화 시대에 따른 사회복지교육 및 실천의 과제
사회복지분야는 관리의 정보화에서 임상실천 활동의 정보화로 나아
가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과연 복지서비스 제공자들
은 얼마나 왕성한 정보욕구를 가지고 있는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임상활동의 정보화에 전제가 되는 정보욕구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과
학적인 접근으로부터 발생된다. 과학적 방법,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채택을 통하여 개별 사회복지사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의자가 없다면 정보화는 사회
복지 종사자들에게 업무편의를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서비스 대
상자들의 복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 사회복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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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주체들의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교육적 방안 및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주목적은 사회적 약자가 정
보화 사회에서 잘 적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 노인, 빈곤 계층 등은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면서 정보
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성에
연령별 그리고 경제적 계층 간 사회적 배제 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이 ‘정보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장애
인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이들 정
보의 약자가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조함으로써
정보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둘째,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 되면 가상공간의 출현으로 공동체의
기능이 약화되어 개인 소외감의 증가 및 가족관계성의 단절 등의 정
서적 문제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잠재적
사회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여기에 대응하여
가족공동체의 기능회복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 정보화가 아무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사
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여전히 오프라인을 통하여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정보화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인 사회복지서비스 종
사자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질
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온라인 상에
서 제공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한다. 사회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
는 서비스의 경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는 서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궁극
적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
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종합상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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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on-line 상에서 익명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상담서비스 공급자는 축적된 상담 자료들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의 상담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의 정보화는 개별 서비스별로 필요한 부분의 정보화
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
공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하나의 서비
스만으로 클라이언트의 복지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와 함께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재가노
인들에게는 보건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가 종합적으
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제공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분야별
서비스에 대한 정보화가 서로 간의 연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아동
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 전반을 종합적으
로 포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한다. 이와 함께 클라이언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방안
도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개별 사회복지서비스 영
역 내의 정보화 추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아동보육에
대한 정보화는 보육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아동복지의 전체적인 관점
에서 다른 아동복지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를 고려하면서 정보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서비스 영역들 간의 서비스 연계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분야들 간의 정보연계가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복지행정과 같은 다양한 사회
복지분야들과 배타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이들 분야 간의 활발한 정보공유가 실시간으
로 이루어지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의 중복가공
으로 인한 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막고 관련 사회복지 분야와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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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의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노동부, 여성부, 교육부 등 타 부처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과 같은 각종 사회보험관리공단, 복지시설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와 정보공유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부문에서 수행되어 질 정보화의 핵심은 클
라이언트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한 대
비책을 철저히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회복지법 뿐
만 아니라 정보통신법 및 교육법 등을 재정비하여 상기 문제를 보호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교육기관
에서는 상기 쟁점과 관련된 법제적이며 윤리적 쟁점들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 전공과목의 내용 강화나 새로운 과
목의 개설 등의 대책이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복지교육
협의회 등 사회복지교육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정보화 시대에 따라
예상되는 온라인 교육의 위상 변화를 예측하고 사이버교육기관이나
원격교육기관 등이 온라인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교육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별 부문 간 통합과 융합이라는 목적
하에 급격한 사회변화가 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 부문도 예외는 아
니다.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교육과 실천의 상호작용과정 속에 변화의
도전은 지속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복지계에 긍정
적 기대와 도전이라는 논쟁거리를 동시에 남겨준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계에서는 인터넷 활용을 비롯한 정보화를 위해
보다 진지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보화의
동기를 사회복지학 전공학생들과 실무자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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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도는 그들에게 정보화의 욕구를 강화시켜 줄 수 있으며, 무
엇보다 개인의 정보화는 조직의 정보화로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에 사회복지실무자와 학생들에 대해 정보화마인드를
심어주고, 그 실천적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야 한다. 또한 복지시설들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기관의
경우 외부위탁의 방법을 통해 기관에서 필요한 설비나 교육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업체 또는 사회복지계와 관련된 전문기구를
육성,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정보화가 단일한 기관
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보화의 보편적 활용에 따른 클라이언트와 개별 사회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제적이며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계와 중앙정부
간 협의에 의한 정책결정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전공
학생들과 실천가를 위한 관련 법제와 윤리 교육의 강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지금 사회복지 교육기관과 교육자 그리고 실천가들은
미래변화를 예측하는 통찰력을 발휘하여 관련 대책과 방안을 논의해
야 할 시점에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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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Education and Practice
under the Information Technology Era:
Perspective of Convergence and Integration
Kang, Sun-Kyung (Sogang University)
Kim, Hunjin (Cheongju University)
[abstract]
The Transition from industrial society to information society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upon social welfare. It is expected that, in the near
future, the heavy adop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to social welfare is
inevitable in Korea, and educator in social welfare sectors and social
workers need to maintain a healthy scepticism while technology will
continue to create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he social work
profession.
This article presents that it is necessary for social work educators and
practitioners

to

prepare

provisional

ideas

as

well

as

to

consider

counterparts for various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from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on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practices. Thus,
the reviewing process of curriculums in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training are required to be generated in preparing for new influ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t the same time, legislatorial and policy processes to protect people
from ethical matters and rights to privacy caused by technological
interference should be occurred in corporation with central government
and social welfare bodies.

Key words: convergence, integ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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