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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학의 좌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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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다. 하나는 한국사회복지학회가 고민해왔던 전문성 관
련 정체성 위기의 역사를 고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위기에 대처하는 타결책을 제안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직접적 배경은 2004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건강가정기본법이다. 이 법
에 의하면, 국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는 건강가족복지사를 전문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건강가족복지사가 기존의 사회복지사와 다른 경로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금까지 독점적 지
위를 차지하고 있던 한국사회복지학회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 이 논문은 두 가지 타결책을 제시한다. 먼저 학회의 내연적 발전을 위해 실습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 기구로서 실습교육클리어링하우스의 설립과 대학의 교수 채용 시 연합임용
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어서 외연적 확대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된 학회지를 발간하자는
것인데, 영문 학회지 출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기금을 학회 내에 설치하는 방안이다.
주제어 : 정체성 위기, 실습교육클리어링하우스, 연합임용제도, 영문학술지지원기금

1. 주제의 함의
좌표라는 용어는 원래 수학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
나 수학 외에도 위치라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지도에서 위도와 경도가 맞닿는 지
점을 좌표라고 표현한다.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어떤 사물의 변화나 발전을 생각할 때에, 과거로
* 이 글은 한국사회복지학회의 2005년 4월 29일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 내용을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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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선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사회복지학의 좌표’라는 주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례 중 마지막 경우에 해당된다.
즉,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은 지난 60여 년 동안 얼마나 발전했는가? 또는 인접 사회과학의 다른 분
과학문과 비교할 때 발전 정도가 어떤가? 사회복지학의 현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 앞으로의 발전전
망은 밝은가 아니면 어두운가? 등의 질문에 대해 답변할 때 유용하게 쓰일만한 논의와 연관된다.
이와 같은 주제가 등장한 직접적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국내적 요인이며 다른 하
나는 국외적 요인이다. 국내적 배경은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학에서 나타난 사회복지학과의
양적 팽창 현상과 현재 거세게 불고 있는 대학의 구조조정 요구와 관련된다. 외형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학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고, 신입생들의 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높은 인기도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졸업생의 사회진로 선택 시 전공 살리기의 비율이 높지 않다
거나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사실은 사회복지 유관자들을 불안하
게 한다. 특히 대학의 변혁은 사회복지학과 교수들로 하여금 미래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으로 대학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사회복지학과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학과선택에서
나타난 최근의 인기가 혹시 거품은 아닌지? 사회복지사가 유망직종이라고들 떠들썩하지만, 사회
적 대우는 오히려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불안감은 갑작스레 인기가 높아진 우리 자신의 처
지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학과의 인기상승으로 인해
「유사 사회복지학과」 혹은 「유사 교과목」 명칭의 발명과 교과서 표절 현상이 빈발함으로써 사
회복지학자들은 지적 영토권 분쟁을 대비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
국외적 배경은 1980년대 이후 서양에서 나타난 「합리성의 위기」즉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서양 사회복지학의 속수무책과 관련된다. 우리는 처음부터 서양 사회복지학을 진리인양 철석같이
믿었다. 그래서 그것의 이론과 실천을 열심히 그리고 정확하게 모방하고 따라하면 모든 것이 해
결될 것으로 가정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훌륭한 앵무새가 최고의 새가 된다는 전략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한 신념은 서양 선진국들의 「복지국가 전성기」 중에는 잘 통하는 것처럼 보였고
따라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편안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복지 문제는 우리가 서구화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정은 변하고 말았다. 자본의 세계화에 복지의 세계화가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제도적 지체(institutional lag)」 현상은 잘 나가던 서구 사회복지학의 미래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
우고 있다. 중산층이 얇아지면서 동시에 최상위 계급과 최하위 계급의 격차가 벌어진 결과, 서양
학자들은 칼 맑스(Karl Marx)가 19세기에 고안했던 「양극화(polarization)」라는 용어를 다시 꺼내 들
었다.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급기야 「근로빈곤층(the
working poor)」이라는 신 단어를 만들었다. 제도적 지체가 산출하는 불길한 예후는 경제적 측면에
서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어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의 빈곤 개념을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으로 확대시키고 영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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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나라는 행정부서의 명칭까지 변경하는 등 안간 힘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신통치 않다. 최근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하자 삽시간에 사회질서가 붕괴된다든지, 프랑스에
서 대규모 인종폭동 사태가 터지는 등 서구 사회의 내부적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복지국가 출범기에 당당하게 주창되었던 핵심 원리들은 합리성과 완벽하게 조화
될 수 있었다. 일예로, 중산층 이론(the theory of middle-class) 즉, 중산층을 두텁게 육성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패턴을 사회에 널리 전파시키면, 빈곤층이나 문제 가정의 위험은 해결될 수 있
다는 주장은 무리가 없었다. 더욱이 그와 같은 기능을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겸비한 소셜워커들
에게 맡기면 된다는 부분에 이르면 문제 해결의 합리성이 완벽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소셜웤이 최고조로 발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조차,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
회통제 기능을 기대했던 소셜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였다. 또 다른 예로 사회보험을 들 수 있다.
소득 불안이라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이성이 발동되는 진화의 한 형태이며, 그것은
사회보험의 원리를 통해 구현되는 합리성의 완성품이었다. 그래서 사회보험 속에는 소득 재분배
의 기제가 내장될 수 있었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확정급여(defined benefits) 방식이 채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에서 조차 연금개
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과거의 해결사였던 사회보험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그리하여 사회
보험의 우월적 위치는 표적화(targeting)라는 가면을 쓴 사회부조에 밀려나기 시작했고, 확정급여는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s)에 치이고 있다. 문제는 사회복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서양인들이 그토록 선전하던 이성과 합리 그리고 진보의 개념이 원래
의 모습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희박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면 속에서, 지난 60년간 우리들을 끈질기게 괴롭혀온 한국사회복지학의 정
체성(identity) 문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해야 하는 것은 의미심장함과 동시에 당연하다. 이제
서양에서조차 국가복지 - 그것은 합리성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 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대안이라는 것이 겨우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또는 복지배합(welfare mix) 정도라
고 한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사회복지 합리성의 복원을 위해 그들에게 일조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서구사회에서조차 소셜웤의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의 인정도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다면, 이 문제 역시 세계적 차원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선시키도록 할 책임
을 져야 한다.
방금 언급한 국외적 배경은 오늘의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자들로 하여금 전대미문의 도전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긴 세월동안 서양에 의존한 결과 우리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적 의존문화」또는 「앵무새 역할」에 젖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
지 않다. 독립이 의존보다 바람직하다고 쉽게 동의하지만, 막상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
는 단계에 이르는 순간, 그것은 불안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다. 정체성 확립의 당위성과 그것의
실천성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서 불안과 고통은 불가피하게 동반된다. 누가 그러한 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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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감수하겠는가? 이에 대한 해답의 제공이 우리의 진짜 고민이다.
이 글은 오늘의 한국 사회복지학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고민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한다.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역시 좌표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할 것이
다. 그래서 맨 먼저 한국사회복지학의 현재에 이르는 역사를 고찰한다. 이어서 한국사회복지학의
특성을 정리한다. 그 다음으로 한국사회복지학의 미래를 전망한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 끝으로 그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제
안한다.

2. 한국사회복지학의 전개 역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학은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창설된 것을 계
기로 시작되었다. 이는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한 후에 사회복지학이 등장했던 영국이나 미국과
는 다른 모습이다. 다시 말해, 서구와 달리 사회의 필요보다 대학의 필요에 의해 학과가 설치되는
우리의 과거 전통과 맞물려 있었던 것이다. 대학이 직업선택과 무관하게 졸업장을 획득하는 하나의
관문 기능을 하던 시대에는 사회적 필요성은 그렇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정은 달라지고 있다. 직업전선과 연계되지 않는 응용부문 학과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된 것이다.
한국동란 이후 대학에서의 사회복지학 교육은 미국의 원조프로그램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서울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1986: 100-101). 그 프로그램에 따라 1955년에, 한국인 3명이 미
국 미네소타 대학교 소셜웤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분들은
석사 학위를 받고 2년 후에 귀국하였다. 이어서 1959년 서울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창설되었고
그분들은 교수 또는 강사로 활약하였다.
이와 같은 초기 한국사회복지학의 역사적 특수성을 이혜경은 세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이혜경,
1996: 43-44). 첫째, 사회복지학의 연구대상인 사회복지제도나 소셜웤 실천의 현장이 형성되기 전에
학문으로서 먼저 소개되었다. 둘째, 영국형 사회정책학보다 전문직업인 양성의 미국형 소셜웤 교육
이 소개되었다. 셋째, 선진국에서는 학문의 본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표 대학교(예컨대, Oxbridge,
Harvard and Yale, Paris, Tokyo 대학교 등)에 사회복지학과가 없지만, 우리의 경우 서울대학교에 설치
되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은 한국 사회복지학도들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고 동시에 축복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컨대, 실천현장이 구축되기도 전에 이론 교육이 먼저 시작된 현상은 전문가의
정체성 문제를 발생시켰지만, 대신에 사회문제 해결사의 전망을 국민들에게 일찍부터 제시할 수 있
었던 성과를 기록했던 것이다. 미국 편향적 학문 성격은 한국사회정책학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부정
적 측면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소셜웤 전문가를 확보하는 이점도 있었다. 서
울대 사회복지학과의 설치는 졸업 후 전공 지속자의 비율을 저하시키거나 이론 중심의 교육에 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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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회복지학을 단기간에 사회과학의 대열에 편입시키는 효과를 발
휘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역사에서 1979년은 의미심장한 해이었다. 서울대학교의 사회사업학과가
사회복지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국내 최초의 박사과정을 동 대학원에 신설했기 때문이다. 그것
을 계기로 사회정책학 교육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교과과정의 내용
이 기존의 소셜웤학 중심에서 벗어나 소셜웤학과 사회정책학을 조화시키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통해 최고급의 학문 후속 세대를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980
년대의 우리나라 사회과학계에는 한국자본주의의 객관적 조건을 탐구하려는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적 패러다임이 유행했다. 사회복지학도들이 그러한 대열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복지
학으로의 전공영역 확장에 힘입은 바 크다.
대학에서 일어난 사회복지학과의 양적 팽창은 1980년대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
교 학사과정에서 사회복지학을 교육하고 있는 대학교들의 연합체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자
료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4년 현재, 전체 회원교의 수가 59개인데, 그 중 81%인
48개 학교가 1980년대 이후에 창설된 것이다(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4: 226). 학과 수의 확대에
이어 전공교수의 증가가 동반되었음은 물론 각종 사회복지 관련 분과학회의 양적, 질적 발전도 두드
러졌다. 이러한 발전의 주된 원인은 경제성장에 따르는 사회문제의 발생과 그것에 수반되는 사회입법
의 제정 및 시행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1987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채용이다. 사회복
지전문요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한다, 그런데, 당시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1급 자격증을 받았다(2003년부터 국가고시제
도가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졸업 후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1급 자격증을 받게 됨). 바로 그러한 이점
이 전국의 4년제 대학에 사회복지학과의 신설 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상의 역사를 요약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던 사회사업학이 구라파의 사회정책학을 첨가하
여 사회복지학이란 명칭으로 신장개업을 한 셈이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이혜경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일 뿐 아니라 학문적 성취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복지학의 정체성(identity) 확립에는 불리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가 지적한 정
체성의 네 가지 쟁점은 ① 관련학문이나 타학문으로부터의 상대적 독립성 이슈, ② 학문으로서의 사
회복지학의 내적 체계성과 일치성의 이슈, ③ 응용학문으로서 사회복지학의 과학성과 실천성의 이
슈, ④ 문화적 토착성의 이슈 등이다 (이혜경, 1996: 47-48). 심사숙고하면, 네 가지 이슈 중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나라 사회복지학도들에게 ② 와 ④
가 더욱더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② 와 ④ 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고 ① 과 ③ 을 먼저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사회복지학의 연구수준은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을 반영하듯, 아직도 이론적 수준에서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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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 수준에서 부족한 것이 많다. 그리하여 서구에서 제기되었던 이론적 논의에 대한 이해와 적용,
그리고 서구 편향적인 경험적 사실을 소개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
자면, 아직도 「앵무새 역할」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 사회복지
학도들이 서구의 이론적 논의와 선진복지국가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집중한 결과이다. 그렇게 된 이
유는 개별 연구자의 학문적 지향과 연구배경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사
회복지현실의 낙후성에 따른 이론과 실천의 괴리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활동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계 연구자들을 시대별, 연
구내용 및 업적별로 구분해보면, 대략 3세대로 나누어진다. 제1세대는 1950년대에 연구 활동을 시작
한 분들인데, 미국의 소셜웤학을 우리나라에 전파 또는 이식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그
분들 중 선도적 역할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중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후 1950년대와 60년대에 미
국 소셜웤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분들이 맡고 있었다. 초창기적 특성 때문에, 제1 세대는 연
구보다 교육에 치중하였던 반면, 연구 업적이나 저술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면을 보였다. 그러
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생 학문의 초석 다지기와 정지 작업에 대한 그 분들의 공헌은 높이
평가된다.
제2세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당시의 국민학교 교육을 받은 분들이다. 그들은 국내 대학 학
사과정에 입학하여 제1세대들로부터 소셜웤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런 분들 중 일부는 미국을 위
시한 서양으로 유학하였다. 그 곳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략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반에 귀
국하여 교수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박사 학위 경험을 우리나라 소셜웤학 교육에 연결시킴으로써
학문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서구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 경험을 활
용하여 당시의 소셜웤학 중심 교육 내용에 큰 변화를 촉발시켰다.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당시로는
생소했던 사회정책학을 사회사업학 교육과 연구 내용에 추가함으로써 오늘날의 사회복지학을 창조
해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이 신설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들은 대학 내에서의 연구 활동 뿐 아니라 여러 국책 연구소나 민간 연구소와 연계한 연
구에도 참여했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출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회복지 관련 학회지가 정기적으
로 출판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제3세대는 1980년대에 대학의 학사 과정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제2세대들로부터 교육받은 사
람들이 주축을 이룬다. 시대적 상황의 영향을 받아 그들은 전 세대와 달리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
었다. 그리하여 서구 편향적 사회과학에 대하여 심한 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보다 토착적이고 학문
적 체계성을 갖춘 ‘한국적 사회복지학’의 정립에 대한 열정을 지녔다. 그들 중 일부는 외국으로 유
학했고, 그 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귀국하여 학문을 계속하였다. 제3세대가 제2세대와 차이 나
는 점은 연구 결과의 양적, 질적 수준의 발전측면이다. 우선 배출된 연구자의 숫자가 현저히 늘어났
다.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학문의 현장도 국외까지 확산되어 외국의 유명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교
수 또는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거기에다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 논문, 저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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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각종 연구소에서 출판되는 연구 결과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런가 하면, 이들 중 일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에 자신들의 연구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부분은 한국적
사회복지학 정립에 관련된 가시적 성과를 생상해내는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학계는 제3세대의 활발한 연구 및 교육활동에 힘입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
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제3세대들로부터 교육받은 제4세대는 제1세대와 2세대가 하지
못했던 「앵무새 벗어나기」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번 몸에
밴 「지적 의존성」을 극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문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제4세대를 앵무새가 아닌 참새로 변화시키는 임무는 제3세대가 맡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3세
대와 4세대에게 거는 기대는 막중하다.
제1세대로부터 3세대에 이르는 사회복지 연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이제 한국 사회복지학은 기본
구조를 완성하였다. 학부 교육의 기본이 되는 기초교육과 전공교육의 체계가 완성되었고, 거의
100%의 교재가 우리 학자들이 한글로 저술한 것들로 충당되고 있다. 거기에다 「한국사회복지학」
이 대표하는 학술지가 년 4회 정기적으로 출판되고 있으며, 년 2회에 걸쳐 열리고 있는 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에는 다른 학회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전공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전국 대학의 사회
복지학과 숫자가 늘어났고 따라서 교수숫자도 증가하여 인접 분과학문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손색
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신생 학문이라고 부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커져버렸다. 실천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출신자들의 숫자가 줄잡아 2만 명은 훨씬 더 된다고 보면, 전문직 치고는 많은
편이다. 그리고 각종 연구소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회복지학자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3. 한국사회복지학의 특성
한국사회복지학의 특성 중 제일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분과학문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학 역시 서양식 학문을 모방하고 추종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사회복지학의 연
구경향은 그동안 꾸준히 거론되어 온 국내 사회과학의 토착화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서구사회를 바탕으로 했던 이론적 지향에 대한 반성의 일환이
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논의들이 다수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사회복지론의 탐색작업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다시 말해,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
적 특성이 사회복지발전에 미친 영향이나 사회복지학의 내용과 전개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다. 이러
한 사실은 국내 사회복지학도에게 부여된 학문적 과제가 그만큼 막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두 번째 특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는 소셜웤학(미시복지학)과
사회정책학(거시복지학)을 묶어서 이론 및 실천 개념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려는 독특한 시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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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소셜웤과 사회행정(social administration)의 교육을 따로 구분
하는 한편 사회행정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의 전통을 계승한 소셜웤 교육이 사회복지학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대부
분의 소셜워커 양성은 전문대학이 맡고 있으며, 사회정책학은 4년제 대학의 사회학부나 경제학부가
맡는 등 2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최근에는 영․미 국가에서 소셜웤학과 사회정책학을 연계
시키려는 시도가 대학에서는 물론이고 국가행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사회적 배제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소셜웤과 사회정책 사이의 보다 긴밀한 관계 설정이 효과
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대학의 사회복지학은 오히려 영미보다 한 발 앞섰다고
말할 수 있다.

4. 한국사회복지학의 전망
이제, 한국사회복지학의 미래 전망을 점쳐보도록 한다. 먼저 소셜웤의 전문성에 대한 공방이 점차
열기를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소셜워커의 전문성 논의는 장기간 소셜워커들만의 잔치
였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가운데, 소셜워커들 끼리 모여서 전문성도
논의하고 자격증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8년부터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위한 국가고시제도가 2003년부터 도입된다는 사실이 그 해에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생활과
학대학(구 가정대학), 행정대학 등의 인접 전공 학과들이 잽싸게 그들의 교과목이나 개설과정 이름에
서 '복지'라는 단어를 폭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복지 관련 업종의 직업 전
망이 밝았던 모양이다. 더욱이 사회복지학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복지 관련 전문직의 영역
경쟁에서도 기존의 사회복지학계와 충분히 겨뤄볼만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2004년에는 보건복지부가 건강가정기본법(2.9. 공포)을 제정하였고 이어 가족 관련 업무를 여성부
에게 넘겼다. 그 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
며, ‘가정봉사원’이라는 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4년 6월부터
전국 3개 지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05년에는 4개 지역이 추가되었다.
물리적 전달체계의 신설과 더불어 건강가족복지사라는 새로운 전문 직종의 개발과 관련 자격증 제
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는 구별되는 가족복지사의 배타적
실천현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타 학문분과의 사회복지학 영역 침범
현상에 이어 바야흐로 소셜워커의 전문 영역 침범이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기대되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은 소셜웤의 질적 향상 요구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따라
서 소셜웤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인접 분과학문의 곁눈질 공세는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 그 과정에
서 사회복지사들이 자신들의 전문성과 전문영역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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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회복지학회 회원과 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완성된 답은 이 글의 주제범위를 넘어선
다. 다만 이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학회회원들인 연구자들이 솔선수범하여 풀어야 하는 것들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정책학의 연구 역시 사회복지학은 물론 행정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등
의 여러 분과학문들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정책학 전공 연구자들의 노력은 제
도론 중심의 기존 우리의 강점을 지속시키는 가운데, 분석기법 등의 활용을 통한 내연의 충실에 집
중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 사회복지학의 미래는 사회복지학회 회원들 간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개방되고 원활한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학도들이 직면하
고 있는 오늘날의 전문적 도전은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현상일 뿐 아니라 그것은 연구자 개인 차
원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상당기간 앞으
로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나 전문가 양성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연
구와 교육이 현존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낙관적
이고 안이한 전망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미 가시화되고
있듯이 과거의 학문 영역구분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대신에 동일 주제를 놓고 여러 분과학문들
이 공개경쟁을 벌이거나 두 개 이상의 전공영역이 fusion화해서 새로운 영역(협동과정이 좋은 예가
됨)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더욱이 응용학문에서는 “꿩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
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욕구라는 꿩을 잡는 사회복지학이라는 매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은 더 이상 안 통한다. 사회복지학 꿩보다 더 날쌘 꿩이 등장할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학문세계의 경쟁은 세계화의 대세가 되었다. 여기에서 날쌔기 경
쟁을 회피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를 바 없다. 어느 꿩이 더 날쌘가를 평가하는 것은 사회적 평판
즉 불특정 다수인 사회구성원들의 몫이다. 우리 연구자들은 그들 앞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의 매
가 최고의 송골매라는 사실을 입증할 따름이다.

5. 한국사회복지학의 연구과제
지금부터는 한국사회복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연구 과제를 도출해본다. 방법은 방금 고찰한 한
국사회복지학의 전망과 그 앞에서 정리한 한국사회복지학의 두 가지 특성을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것이다. 연구과제는 두 가지 특성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사회복지학의 토착화 과제가 첫
번째이고 미시 및 거시복지학을 통합시키는 과제가 두 번째이다. 이를 순서대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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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학의 토착화 과제 또는 정체성 확립의 과제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사회복지
학의 발전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를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해결된다. 이제 사회복지의 발전과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두 가지의 사회구조적 측면과 네 가지의 이념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특징은 비공식적(informal) 지원체계가 강력
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개인은 자신의 노
동력에 의존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 삶의
방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력 손상 시 개인의 인간적 생존은 곧바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국가복지(state welfare)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그러나 서구사회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국가의 노력은 미약하다.
이유 중 하나는 비공식적 지원체계가 주요한 원조 기제(mechanism)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를 들면,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널은 노동부의 공식 채널이 아
니다. 그것은 친구나 선후배, 친인척, 지인 등의 비공식 채널이다. 비공식 지원체계에 대한 경험적이
고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다(손병돈, 1998; 홍경준, 1999: 9장). 그러나 사회복
지 연구에 있어, 비공식적 지원체계를 하나의 주요 변수로 설정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히 확보된다.
둘째,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는 기업이나 가족에 대한 의존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
다. 국가부문의 역할분담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부족한 부분을 기업이나 가족이 억지로 떠맡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국가가 경제성장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짊어진 결과이다. 그리
하여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장기간 연기되어 왔으며, 자본주의 원리에서의 합리성 결여를 초래하
였다. 서구의 경우, 산업화에 부수된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 비용으로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국가부문보다는 오히려 기업 등에 의한 사회적 책임이 비대한 형태
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는 공권력을 내세워, 권리는 막강하게 행세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지
지 않는다. 그리하여 준조세의 형태를 띠는 대자본 집단의 사회복지활동이 확대일로에 있으며, 재벌
이 복지재단 및 각종 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홍경준, 1999: 5장, 8장). 국가 책임이 기업으로 전가
된 결과,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비중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국가복지부문의 축소와 기업복지
부문의 이상적 비대 현상의 저변에는 장기간의 ‘선성장 후분배’라는 국가발전 전략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동자계급의 복지 요구가 조직적으로 제기되지 못한 측면도 작용하였다. 우리나
라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은 고전적 서구 자본주의가 밟았던 발전의 길과는 다르게 국가주도로 이루
어졌다. 그리하여 사회가 형성되거나 계급의식이 싹트는 것이 사회구조의 변동 결과라고 보기 어렵
다. 오히려 국가권력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장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는 한국자본주의
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권력과 독점자본간의 유착구조와 자본축적 과정의 파행적 구조와 관련
되어 있다.
사회구조적 측면에 이어, 다음으로 이념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복지발달의 특수성을 살펴본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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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집요한 가족 이데올로기 또는 가족주의(familism)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가족구조가 크게 변화한 결과, 현재는 핵가족이 대
종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유교문화에 근거한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는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가족간의 강한 결속의식과 가족책임 및 부양
이데올로기가 생생하게 살아 있다(홍경준, 1999: 4장). 이와 같은 현상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사뭇
다르다. 이상의 특성을 사회복지 차원에 연결시켜 보면, 가족을 단위로 하지 않고 전체 사회를 단위
로 하는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국가 책임의 실현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책임을 가족
또는 개인에게 전가하더라도, 사회적 저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이혜경, 1990: 86). 따라서 가족의
세력이나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우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
하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능력이 개인의 능력과 동일시되는 모순을 노정하게 된다.
둘째, 비공식 문화가 광범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비공식적 지원체계
는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 혹은 소규모 공동체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예컨대 가족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가족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을 금기시한다. 그 결과 개인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사회정책적 접근이
나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려는 소셜웤 활동이 방해를 받게 된다. 그리고 국가복지의 발전가능성
도 제약받게 된다. 실업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정책지향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서구 복지국가들은 일찍부터 실업문제를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
구하여 왔다. 그리하여 한 때는 완전고용정책을 채택하였으며, 현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이나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광범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실업
이 국가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향은 약하다. 오히려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
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완전고용정책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시된 적이 없다. 심지어 건국
후 처음 맞는 ‘98년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한 정부 정책도 공공근로사업(public works) 수준을 넘지
못했다(Lodemel and Dahl, 2001: 10장).
셋째로, 국가복지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적 욕구의 해결이라는 정당성 논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특징인 국가주도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사회복지
의 가장 보편적인 동기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다. 그러나 장기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
다. 사회적 욕구 충족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배려와 같은 동기가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의료보험제도가 1977년부터 시행된 배경에는, 경제성장의 이득을 사회적으로 환원하지 않
고는 지속적 경제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먹혀들었다는 것이다(전남진, 1987: 461). 우리나라 최
초의 보편적 연금제도 입법화에도 역시 경제적 동기가 작용했다. 당시 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핵심
이었던 중화학공업 육성에 소용될 막대한 자금을 국내에서 동원하려는 의도가 바로 그것이었다(전
남진, 1987: 436). 그런가 하면, 정치적 배려도 강한 동기로 작용했다. 손준규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
의 실시 배경을 사회적 불안에서 야기된 안보불안과 집권층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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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규, 1983: 140-142). 이영환은 1989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영구임대주택 제도의 실시 배
경에는 ‘대통령 중간평가’ 공약의 실천 압력과 민주화 압력을 완화시키려는 정치적 배려가 숨어 있
었다고 주장한다(이영환, 1995: 158-159).
넷째로, 복지제도 발전단계의 축약 내지 비약이 의도적으로 시도된다는 특징이 있다. 제솝(Jessop)
의 논의에 의거해 보면(Jessop, 1993),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경로는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축적체제
에 대응한 케인즈주의(Keynesian) 복지국가로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차별적 소
비라는 축적체제에 대응하는 슘페터리언(Schumpeterian) 복지국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국
가복지는 그러한 이행과정을 밟지 않고 있다. 케인즈주의식 복지국가가 정착되기도 전에, 슘페터리
안 복지국가의 특성이 나타나서 양자가 혼재하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제도
가 비기여(non-contributory)연금의 제공 없이, 곧바로 기여방식으로 출발한 것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
문 극히 예외적인 형태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성숙되기도 전에 민영화(privatization) 주장이 일어나
고 있는 현상도 서구 나라들과 다른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 절반이 보편적 노령연금제도로부
터 제외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식 재원조달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한국 자본주의 이행과정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첫 번째 과제인 한국사회복지학의 토착화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우리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알아보았다. 이어서 두 번째 연구과제인 미시복지학과 거시복지학의 통합성 내지
연계성의 확립에 관해 알아본다. 양자를 통합하거나 연계시키려고 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셜
웤학과 사회정책학의 이론체계와 연구방법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패러다임의 통합은 아직 요원하다. 이제 겨우 소셜웤의 통합적 접근론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
고 있다. 앞으로 소셜웤학과 사회정책학의 전공자들 사이에 패라다임의 통합을 둘러싼 합동 연구와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제 앞서 논의한 두 가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 차원의 연구 과제를 도출해본다. 한
국 사회복지의 특성을 미시 복지수준에서 보면 소셜웤 실천의 비전문성으로 요약된다. 이를 거시 복
지수준과 연결하면, 국가복지의 저발전성이란 답이 나온다. 비전문성과 저발전성은 일차적으로 한국
사회복지학을 정립하기 위한 핵심주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현상의 원인을 발견하거나
해명하는 작업은 우리 사회의 현실적 특성을 바탕으로 할 때,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만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핵심주제를 규명하기 위한 주요 연구과제와 연구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미시사회복지학의 최근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서구 이론의 소개와 더불어, 이들 이론의
소셜웤 실천 적용에 관련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끔씩 참여관찰을 통해 서양 이론
에 대한 확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학문적 논의가 현실 실천분야와의 유기적 관련
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자체반성의 결과와 연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토양에서 미
시복지학의 주요내용이 어느 정도 적용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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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경향은 소셜웤 실천의 비전문성을 규명하는 노력과도 연결된다(홍선미,2004).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예시할 수 있다. 첫째, 소셜웤
실천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즉 이론의 부적절성인가 아니면 이론 적용에서
의 문화적 특수성인가를 규명해야 한다. 둘째, 미국학자들을 중심으로 개발된 소셜웤 실천이론이 한
국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현실적합성을 갖고 있는가를 검증해야 한다. 셋째, 개별 사회서비스
(personal social services)의 욕구에 대해 개인별 충족방식의 형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를 해명해야 한다.
거시복지학의 경우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보편적 이론 논의의 소개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의 우리나라 현상이 갖는 독특성을 해명하려는 노력이 점차 증대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김태성, 성경륭, 2000: 16장). 거시복지학에서 우리나라 국가복지의 저발전성
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과제로는 첫째, 저발전성의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다. 이러한 과제는 선
진국 또는 제3세계 국가와의 비교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국가복지가
저발전하게 된 맥락을 사회경제적 구조 또는 정치적 구조의 특성과 관련하여 고찰해야 한다. 셋째,
국가복지의 저발전성으로 인한 사회구성원의 복지요구에 대한 적응양태를 규명해야 한다. 즉 사회
속에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활동의 존재형태에 대한 규명이다.

6. 과제 수행을 위한 전략
앞서 제기한 연구 과제들의 목표를 요약하면, 우리는 한국사회복지학의 내연을 충실하게 하면서
동시에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 이중목표가 도출된다. 내연적 충실을 다시 사회복지학의 2대 지주로
분류하여 고찰하면 미시복지학과 거시복지학의 전략으로 이어진다. 전략은 편의상 각각 한 가지씩
만 제시한다.
먼저 미시복지학의 경우 실습교육의 강화가 우선순위 1위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은 미국으로
부터 직수입한 소셜웤학의 모방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셜웤은 미국과는
판이한 생성배경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소셜웤은 자생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소셜웤의 사회적
필요성도 산업화와는 무관한 식민지 전쟁과 한국동란과 같은 전쟁이 촉발한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통제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약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셜웤의 전문성
논의는 미국의 논의 역사(김상균 외, 2005: 423-425)와 전혀 다름을 의미한다.
한국 소셜웤의 전문성 논의에 있어, 특이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찍부
터 전문가 조직을 결성하고 자격증제도도 시행했지만, 소셜워커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 전문가 대접
이 아니었다. 둘째, 여타 전문직이나 인접 직업이 소셜웤의 전문성에 대해 가시적 도전장을 던져본
예가 없다. 셋째, 정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국가고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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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워커에 대한 독점적 권한 부여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전문성을 생명으로 하는 전문가 양성교육에 있어 교육성과나 효과는 실습교육의 양과 질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이 사회복지 현장을 선점하고 있다 하더라
도, 만약 다른 학과에서 사회복지(또는 유사 사회복지) 실습교육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시킨다면,
일대일 경쟁에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은 소셜웤 교과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정
책이나 행정과 같은 거시와 중시 접근은 물론, 조사와 같은 간접 실천방법 과목에도 해당되는 것이
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경우, 최소한 학부에서 400시간 이상, 대학원에서 900시간 이상의 실습을 요
구하고 있는 것은 전문교육에서 실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김융일 외, 2003).
우리의 경우, 실습 교육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습담당 교수 및 슈퍼바이저 부족, 사회복지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 실습지 부족 등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장애물은 실습교육을 개별 학
교 단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개인주의적이고 단시안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과물에 불과하다.
일정 시점에서 자원이 한정되면, 그것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면 된다. 예컨대, 일
정 지역 내의 대학들이 그 지역 내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과 연합하여 일종의 다목적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의 하부체계로서 실습교육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 house: 줄여서 CA)를 운영
할 수 있다.
실습 CA는 해당 지역 대학과 실습기관의 협의체로서 실습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를 공동으로 해
결하는 목적을 갖고 운영되기 때문에, 개별 학교의 이해관계에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 대학에
소속한 실습 교수라 할지라도 실습 CA 회원 자격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실습 CA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실습 CA는 회원 학교로부터 실습교육에 관련된 주요 사항의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게 된다. 예
를 들면, 최소 실습시간 확정(예컨대, 필수 300시간; 선택 100시간), 개별 학생의 실습지 배치, 슈퍼바
이저 선정, 산학협동 프로젝트 운영 그리고 실습교육 발전기금(가칭) 관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특
히 실습교육 발전기금의 마련과 운영은 실습 CA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소셜웤
전문성 제고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거시복지학의 발전을 위한 전략 한 가지를 들라면, 사회정책학에다 경제학 또는 경영학
을 접목시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사회정책학의 응용성측면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
도와 연계되어 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학도들은 제도론 중심의 연구와 학습에 정진한 결과, 제도분
석에서 요구되는 효과성 측정이나 재정 추계와 같은 계량적 분석에 관한 지식과 기술은 주로 경제
학이나 경영학 전공자에게 의존해왔다. 예를 들면,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을 논함에 있
어 지금까지 우리의 실정은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즉, 사회복지학도가 주로 제도적 측면을 맡
는 반면, 재정 측면이나 효과 분석 등의 측면은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의 몫이었다. 이러한 이원체
계의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약점은 제도 개선의 목적과 수단동원의 일관성을 유지하
기 힘들다는 점이다. 원래 사회정책은 실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도가 그것의 수단인 재정이나
행정과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사불란한 사회정책의 개발은 그것의 주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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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관된 작업과정을 시종일관 관여할 때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정책학과 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접목 작업 역시 간단하거나 단시간에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개별 학교가 시도하기에는 부담이 과중하다. 이 문제 역시 앞서 실습 CA와 유사하게
여러 개의 대학이 공동으로 해결해보는 방법이 있다. 다행히도,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
정의 방법 중에는 교수의 지위를 다양하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들어있다. 경제학자를 겸임교수로 임
명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된다. 한 명의 교수가 여러 개 대학에 동시적으로 소속될 수 있는 연합임
용(joint appointment) 제도는 또 다른 예이다. 거시복지학에서도 만약 일정 지역 내의 몇 개 대학이 합
동으로 경제학이나 경영학 교수들을 pooling하여 활용하면, 개별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단 해당 경제학자나 경영학자의 적격성에 대한 심사는 물론 교수 pool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학 협의체는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더욱이 이제
는 단기 임용교수제도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대학이 일정액의 ‘연합임용제 기금(가칭)’을 마
련해서 그 기금의 한도에 맞게 계약제 교수를 채용할 수도 있다.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전략 즉, 실습교육 강화전략과 정책분석 강화전략은 한국 사회복지학의 내
연적 충실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제 남은 한 가지인 외연적 확대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연적 확대의 필요성은 내연적 전략만으로는 한국 사회복지학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는데 부족하
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분과학문이 학문의 계보로서 자리 잡으려면 한 나라 내에서 인정받
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외에서도 인정되어야 하고 동종학문 간의 국제간 교
류도 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러 방면에서 세계화가 급속하게 형성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학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외연적 확대 전략은 미시 및 거시 복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할 전략이다.
한국 사회복지학의 외연확충 전략 제1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영어로 출판되는 학회 학술지의
정기적 발간이다. 현재 우리 학회는 년 4회에 걸쳐 정기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지만, 모두가 한글로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복지학의 세계화에 대한 기여도는 별로 높지 않다. 놀랍게도 최근에
는 한국사회복지학의 연구물에 대한 국외의 요구나 관심이 증가일로에 있다. 이런 현상은 앞서 언급
한 서양 합리성의 위기에 주로 기인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사회복지제도 중에는 서양 사람
들이 보기에 매우 독특해서 그들이 참고할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는 좋
은 기회이다. 다행히 한국사회복지학회는 2005년 추계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영문 학회지(년 2회 발
간) 출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의 준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2006년 상반기에는 창간호가 그 첫선을 보이게 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회를 포착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뿐 아니라 국제적 인정과 협조를
얻기도 수월하지 않다. 그리고 설사 준비작업이 완성되더라도 지속가능한 학술지로 자리 잡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수준 높은 원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있으
며 국문 출판과 달리 영문 출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정력이 몇 배 더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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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자에 대한 학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번역 또는 초고
에 대한 편집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려면, 먼저 ‘영문 학술지 지원 기금
(가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 학회는 얼마간의 기금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의 일부를 우선 사용하면
당장의 출발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학회 내에 영문 학술지 발간을 전담하는 기구(가칭 영문편집분과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이 기구가 모든 관련 사항들을 처리하는 일차적 책임을 맡도록 하
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특히 출판 기금과 관련해서는 학회회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학회는 장기적 차원에서 회원의 개별적 유료 정기 구독제도를 신설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수록되는 원고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상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한정시
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문 잡지의 주 독자층은 국내 연구자가 아니라 국외 연구자들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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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for the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Kim, Sang K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to review the situation in which the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confronts a
potential identity-crisis and to propose some measures necessary for overcoming the challenge. The Basic Act
for the Healthy Family under which the government, central or local, may set up Supporting Centers for
the Healthy Family in their community and employ Health Family Welfare Workers(HFWW) for practices
came into effect in 2004. HFWWs are expected to be educated in a way different from the established
social work. The Act thus prompted some adjacent disciplines to the study of social welfare to trespass the
traditional territory of social work. This is the culmination of the recent phenomena facing the Academy.
To respond adequately to the new phenomena,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mbers of the Academy
must do two things, connotative and denotative. For the connotative development, a clearing house for field
work education and the joint appointment system of faculty are recommended to promote cooperative efforts
to the enhancement of quality-field work as well as curriculum development. For denotative improvement,
the establishment of a fund to assist publications of a journal written in English is preferred.
Key wards : identity crisis, practice education clearing house, joint 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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