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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 : 동향과 의미*5)

김 인 숙

(가톨릭 학교)

[요 약] 

이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동향과 그 의미를 탐색한다. 연구결과, 한국사회복지 질적 연

구는 “태동기”에 진입하고 있었고 그 지형적 특징은 후실증주의 혹은 발견주의의 압도적 열세, 연구물 

산출에서의 지역간, 대학간의 현격한 편차, 학문후속세대의 질적 연구에 대한 급격한 관심 증가, 질적 

연구의 리드 집단으로서 학문후속세대의 두각으로 드러났다.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 동향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출된 연구물에 대한 비평에서는 해석적 패러다임의 주도, 절차주의에의 경도, 

주제의 빈약성, 특정 질적 연구 전통에의 편향이라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 사회복

지 질적 연구의 동향은 그것이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문공동체에 다양한 함의를 시사하고 있

었다. 그것은 실증주의라는 지배적 지식기반에 대한 비판의 의미와 함께 실증주의에 비견할 대항적 인

식론, 대항적 담론을 형성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비록 서구와 같이 격렬한 “논쟁”의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다원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변확대”의 형태로 패러다임의 다원화

를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과론적이고 시장중심적인 사회복지 현상에 

대한 사유방식을 비인과적이고 덜 시장중심적인 내러티브적 사유방식의 확산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질적 연구, 질적 연구 동향, 해석적 패러다임, 절차주의, 탐구 패러다임, 다원화, 내러티브적 

사유방식

*이 연구는 2006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공동학술 회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이 연구는 2006년도 가톨릭 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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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까지 한국 사회복지 학문공동체에서 질적 연구와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두가지 특

징이 뚜렷이 드러난다. 하나는 한국의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역사가 다른 학문에 비해 너무도 일천하

고 그 층이 너무도 얇다는 것이다. 90년  후반 이후가 되어서야 질적 연구의 특성(문성호, 1997; 강

철희․김미옥, 2003), 외국의 연구방법론 논쟁이 소개되었고(문성호, 1997; 홍경준, 1998; 황성철, 

1998), 2000년 이후 그것도 최근 3-4년 사이에 학회지 게제 논문의 약 10%수준 정도에서 질적 연구물

이 발표되고 있었다. 이는 서구에서 지난 30년간 연구방법론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관찰될 만큼 질적 

연구 담론이 절정에 달해 있고(Donmoyer, 2000, Kim and Cho, 2005 재인용), 사회복지 박사학위논문

의 절반 이상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과(Lyons and Manion, 2003) 현저한 조를 보

인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학이나 여성학을 비롯한 사회과학내에 질적 연구가 시작된 시점이 1980년

인 점을 고려해 보아도(김 천, 1996; 이정옥, 1995) 그렇다. 

다른 하나는 의외로 다수의 연구자들이 사회복지학 내 연구방법론 패러다임은 양적방법론이 주도

하는 획일적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한 것이었다(최균, 1995; 홍경준, 1998, 2002; 김연옥, 1998; 오정수, 

2002; 강철희, 김미옥, 2003). 이들은 생산된 연구물에 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양적연구방법이 질적 

연구방법을 압도하고 있으며 그 경향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과 그러한 연구문화의 왜곡(오

정수, 2002)과 같은 획일성이 가져오게 될 부정적 결과를 간략히나마 언급하 다. 이러한 지적들은 적

어도 우리 학문공동체내에 특정의 연구방법론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어느 정도의 

공감 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징조이다. 그런데 우리의 연구방법론에 한 논의는 이 지

점에서 멈춰서 있다. 1980년  미국에서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 논쟁을 계기로 촉발된 격렬했던 연구

방법론 논쟁과 같은 경험은 우리에겐 아직 없다.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

과 고민도,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통해 사회복지학에 방법론적 다원주의라는 선물을 선사받은 것과 

같은 경험도 해보지 못하 다. 아울러 질적 연구의 계보가 어떠했고 질적 연구물이 과연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에 한 내부 성찰을 위한 작업도 진행된 바 없다. 식민화된 지식과 연구방법론을 그 로 수

혈 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지난한 과정을 공짜로 건너뛸 수 있을지, 아니면 “결연한 일탈”

이 있어야만 가능할지(홍경준, 2002)는 미지수다.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의 하나인 질적 연구방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그 출발

점으로 여겨져야 할 것은 두 가지 이다. 하나는, 사회복지 연구의 핵심 관심사는 사회복지 현상의 자

율적 구조와 과정을 밝히는데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연구방법론은 사회복지 현상과의 적합성 여부가 

그 위상 배치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방법이란 단지 경험세계의 성격을 확인

하고 분석하기 위해 설계된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의 가치란 이러한 일을 수행

할 수 있는지의 적합성 여부에 있다는 Blumer(1968)의 주장과 일치한다(박 신, 1990). 다른 하나는, 

지금의 지배적 연구방법인 양적연구방법은 탐구에 관한 다양한 인식론적 입장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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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다양한 인식론적 입장에 한 개방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를 출발점으로 하여 한국의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에 한 동향을 그 지형과 계보, 내용면에서 비평

해 보고, 이들 동향이 연구방법론을 포함한 사회복지학에 가지는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 질적연구의 동향

1) 한국 사회복지 질적연구의 지형과 계보

한국 사회복지 질적연구의 동향은 일반적으로 양적인 변화 경향을 통해 파악되곤 하 다. 홍경준

(2002)과 강철희․김미옥(2003)은 경험적 연구 중에서 질적 연구에 한 양적연구의 압도적 우위가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질적 연구 비 양적연구의 비율을 통해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홍

경준(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990년  중반 이후 질적 연구 비 양적연구의 비율은 3.48에서 

2000-2002년에는 6.0으로 상승하 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사회복지학>에 개재된 논문들에 

한 분석 결과 또한 놀랍게도 이러한 상승세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6.3으로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질적 연구 비 양적연구 비율의 증가 현상 속에서 관찰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점은 질

적 연구물의 점진적 증가이다. 질적 연구물의 점진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 비 양적 연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되는 논문의 총량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복지학> 게재 논문 중 2000년에는 한편도 없던 질적 논문이 2001년 이후 매년 5편 내외로 매우 미미

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학문후속세 의 박사학위 논문 배출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박사과정이 설치된 수도권의 6개 학과 지방의 2개 학을 상으로 박사학위 논문 배

출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2000-2006년 사이의 박사학위 논문 중 질적 연구 논문 편수는 1995-1999

년에 비해 8.7배 증가하 다. 1995-1999년에 산출된 전체 학위논문 중 질적 연구 논문은 3.7%에 지나

지 않았으나 2000-2006년에는 15.3%로 증가하 고, 이것을 2003년 이후에 국한하면 21.8%로 증가했

다(주 2의 <표 1>을 참조).   

이상의 단순한 경험적 자료를 좀더 세 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지형

을 설명해 주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1)

첫째, 우리 사회복지학계에는 질적 연구로 변되는 후실증주의 혹은 발견적 패러다임의 압도적 열

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실증주의 혹은 발견적 패러다임은 사회과학 탐구 패러다임

의 양  줄기 중의 하나로서 학문공동체 내에 그 존재 여부와 정도는 탐구 방법의 다원화라는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1) 여기서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지형은 <한국사회복지학>과 8개 학의 박사학위논문들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계의 모든 학술지, 박사학위를 배출하는 모든 학의 박사학위논문
을 상으로 했을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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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압도적 열세는 기존 연구자들이 분석했던 실증주의의 압도적 우위라는 사실과 동전의 양면

이다. 연구의 총량이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질적 연구의 편수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질적 비 

양적의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은 학문공동체내에 실증주의적 양적 연구방법의 획일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심화, 확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증주의 패러다임은 역사적으로 사회복지가 인정받는 

전문직으로, “과학적”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했던 연구 패러다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

은 “수익체증” 원리(홍경준, 2002)의 작동에 의해 그들만의 순환의 고리를 돌면서 질주하고 마치 불

랙홀처럼 새로이 진입하는 모든 것들을 빨아들인다. 이는 곧 한국에서 후실증주의적, 발견적 연구 패

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조건이 녹녹치 않고 각박함을 시사한다.

둘째, 질적 연구의 산출 경향이 기형적일 만큼 지역간, 학간 편차가 심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

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질적 연구 논문의 발표자 분포를 보아도 그렇고 학문후속세 의 박사학위논

문을 보아도 그렇다. 2000년 이후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논문 편수는 총 24편으로서 이중 

66.7%(16편)가 수도권 학 소속 연구자 고 33.3%(8편)가 지방 학의 연구자 다. 그런데 지방 

학의 연구자중 50%(4편)가 특정 한 학 소속의 연구자들이었다. 

이러한 지역간 학간 편차는 2000년 이후 박사학위논문을 질적 연구로 산출한 학문후속세  연구

자의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2) 2000년 이후 수도권 6개 학이 산출한 전체 박사학위 논문 

중 21%가 질적 연구로 쓰여진 반면, 지방의 2개 학은 2%(1편)만이 질적 연구로 쓰여 졌다. 이를 

2003년 이후로 한정하면 격차는 더 벌어지는데 수도권 학의 경우 질적 연구 비율이 전체의 28.8%

에 이르고 있는 반면 지방 학은 3.3%(1편)에 불과하 다. 특히 2003년 이후 수도권 학 중 3개 

학(A, D, F)은 질적 논문 평균 산출율인 28.8%를 상회하 는데, 이들 학은 전체 박사학위논문의 

50%, 32%, 40%를 질적 논문으로 산출하 다. 반면에 수도권 학 중에서도 현재까지 질적 논문을 

한 편도 배출하지 못한 학이 있어(E) 같은 수도권이라도 학간에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최근 학문후속세 의 질적 연구에 한 급격한 관심 증가이다. 이는 물론 일부 수도권에 국한

된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 학의 경우 2003년 이후 산출한 박사학위 

논문 중 1/2이, F 학은 2/5가, 그리고 D 학은 약 1/3이 질적 연구 논문이라는 사실은 질적 연구 

2) <표 1> 박사학위 논문 배출 현황(수도권의 6개 학과 지방의 2개 학 조사):(  )는 2003년 이후  

  대학
           기간

         전체 논문 편수       질적연구 논문 편수

  1995-1999년  2000-2006년  1995-1999년  2000-2006년

 수 도 권 
 대학

   A        17       23(12)        3    6(6) ［50.0］

   B         9       20(13)        0    2(2) ［15.4］

   C         8       21(12)        0    4(2) ［16.7］

   D        11       32(22)        0    7(7) ［31.8］

   E        11        8(6)        0    0(0) ［0.0］

   F         0       15(15)        0    6(6) ［40.0］

지방대학
   G        11       21(10)        0    0(0) ［0.0］

   H        14       30(20)        0    1(1) ［5.0］

    전체(합)        81      170(110)        3
      (3.7%)

   26(24) 
 15.3% ［21.8%］

 * ［  ］: 2003년 이후 전체 논문편수 비 질적 논문편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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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일천성과 다양한 인프라의 절 적 부족이라는 상황에서 충분히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현상이

다. 이러한 현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우선, 학문후속세 는 일반적으로 이전 세 가 가진 연구 패러다

임을 전수받는 경향성을 가지는데 이 경향에서 일탈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복지계

의 주된 흐름중의 하나인 관리주의(managerialism)에의 경도 즉, 공공기관은 물론 학계의 연구자들조

차 연구 아젠다를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과 평가, 모니터링에 두면서 실증주의적 연구 패러다임과의 

강한 친화력을 바탕으로 작동되는 사회복지 현실을 비집고 나왔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급작스런 증

가 현상이 과연 어떤 동력에 의해 수도권 내 다른 학과 지방 학들에 확산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

은 어느 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큰 관심사이다. 

사회복지학내 질적 연구의 확산을 이끈 동력은 각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국은 여성주의자

의 향과 연구 패러다임에 한 다른 관점의 도전이(Lyons and Manion, 2003), 미국은 학계의 사회

복지실천의 효과성 논쟁과, 학생 및 실천가들의 관심 변화가(Dellgran and Hojer, 2001), 그리고 스웨

덴은 양적 패러다임의 실천 현장에의 부적합성과 실증주의에 한 인식론적 회의의 확산이(Dellgran 

and Hojer, 2001) 질적 연구의 확산을 이끈 주된 동력이었다. 우리의 경우 이들 학문후속세 의 질적 

연구에 한 관심을 증가시킨 동력은 학문후속세  자신들의 관점의 다원화에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

서 관점의 다원화란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연구방법에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

들이 사회복지 현상에 해 가진 문제의식을 풀어낼 다른 사유방식을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출이

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의 표출은 질적 연구방법론 강좌와 워크샵 참여 등을 통해 진실을 탐구하는 

인식론적 틀이 유일하지 않고 다양하다는 사실로부터 자극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들의 다원

화된 관점의 밑바탕에는 90년  이후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와 이것이 각 학문 내 사유

방식의 다원화에 미친 향을 간과할 수 없다.   

넷째, 현재 한국 사회복지학계에서 질적 연구의 흐름을 리드하고 주도하는 것은 기존의 교수집단 

보다는 국내의 학문후속세 라는 사실이다. 2002년 이후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약 10%에 달하

는 질적 논문 중 17%가 학문후속세 의 단독저자 고 41.7%가 학문후속세 의 단독 저자이거나 공

동저자 다. 이는 결국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질적 연구 논문의 58.3%만이 학문공동체에 진입한 

기존의 교수들에 의해 쓰여 졌다는 것인데, 여기에 기존 교수 중 일부가 학문후속세 를 지나 최근에 

교수집단에 진입한 사실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45%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에 더하여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최근 산출되는 박사학위 논문 중 1/5 이상이 질적 논문인 사실을 고려하면 현재 사회복지학

계에서 질적 연구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집단이 누구인지는 자명해 진다. 가장 표적인 예로 2006

년 조직된 질적 연구공동체인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는 바로 2000년 이후 질적 방법으로 박사학

위 논문을 썼던 연구자(특히 국내의 연구자들)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학이나 간호학 역에서 초창기에 질적 연구를 주도하고 리드한 집단이 외국

에서 질적 연구로 학위를 받고 들어온 신진 학자들이었던 점(Kim and Cho, 2005)과 조된다. 국내

의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했던 신진 학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질적 연구 확산의 전면에 

나서게 된 데는 아마도 국내에서 양적연구의 압도적 우위와 그로 인해 그들의 문제의식을 풀어내기 

어려운 국내 분위기를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들의 두각은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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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위한 인프라의 절 적 부족, 질적 연구에 한 비우호적이거나 저항적, 방어적인 분위기, 그리

고 자신들을 지도하거나 리드해 줄 수 있는 교수집단의 부재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서 그 의미가 크다. 그래서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이러한 독특한 출발이 어쩌면 자생적인 지식생산 

기제를 자극하여 탈식민화된 토착적인 지식생산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을 거라는 기 를 갖게 

한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복지 질적 연구 지형의 출발과 그 과정은 어떠했을까? 주목할 만한 질적 연

구 저작도 없고, 치열한 방법론 논쟁의 경험도 없고, 학문공동체내에 질적 연구를 리드할 만한 표적 

인물도 없는 상황에서 양적연구라는 실증주의 패러다임에의 소속이 주는 다양한 이익들을 뒤로하고 

이들은 왜 질적 연구에 탑승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한 답을 얻기 위해 한국 사회복지 질

적 연구의 계보를 들여다보자.   

한국 사회복지학계에 질적 연구가 소개된 것은 <한국사회복지학>에 김연옥(1990)과 고미 (1996)

의 연구를 통해서이다. 물론 이전에도 질적 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 연구들은 다수 있었으나 이들

은 주로 임상 사례의 개입과정에 한 단순한 기술 중심이어서 엄 한 의미에서 질적 연구로 평가하

기는 어렵다. 이들은 모두 당시 미국에서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신진학자라는 공통점

을 가졌으나 이들의 연구가 특별히 주목받은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그보다는 “과학성”이 떨어지는 연

구로 폄하되기도 하 다. 이들에게 한국에서 질적 연구를 소개하는 첫 주자라는 자의식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질적 연구의 확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 즈음에 서울 학교의 학문후속세 들은 오히려 박사학위논문(황숙연, 1994; 우국희, 1997; 성정

현, 1998)을 통해 한국 사회복지 계에 질적 연구방법의 터를 만들기 시작하 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

진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혹은 학부의 학문 배경이 인류학이라는 질적 연구에의 친화

력을 근거로 그동안 오직 양적연구만을 생산해 온 관행을 깨고 질적 연구의 터를 만들기 시작하 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질적 연구의 다양한 이론적 전통 중 특정 전통을 선택하기 보다는 연구 참여자

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해석해 내는 포괄적 작업이었다.    

이렇게 극히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질적 연구가 생산되고 있을 무렵 학계에서는 서구에서의 연

구방법론 논쟁을 소개하고(문성호, 1997; 홍경준, 1998; 황성철, 1998), 질적 연구를 사회복지 역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문성호, 1998). 그러나 이에 한 반응은 전혀 없었다. 양적 방법

론에의 의존이 지나칠 정도로 획일적이고 심화되어 간다는 지적만 제기되었을 뿐(홍경준, 1998, 2002; 

김연옥, 1998; 오정수, 2002; 강철희, 김미옥, 2003), 논쟁을 유도할 만한 강력한 문제제기는 없었다. 

사회복지 현상에 한 연구와 양적방법론의 친화력(동거)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누구도 나타나지 않

았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질적 연구물이 학회지에 가끔 게재되기 시작하고 해외에서 질적 연구

로 학위를 받고 귀국하는 연구자가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울러 국내의 학문후속세 들의 

질적 연구에 한 관심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들의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질적 연구 인프라는 없었다. 많은 학문후속세 들은 이웃 학문인 간호학과 교육학의 

질적 연구 워크샵과 세미나를 찾아다니면서 질적 연구방법에 한 지식을 획득해 갔다. 그 과정에서 

“비판과 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는 이러한 국내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2002년 “사회복지학 연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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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기획주제로 우리 학계의 연구방법론에 한 분석과 문제를 제기하 다.3) 

그러나 그것은 뚜렷한 논쟁 지점을 찾지 못하고 질적 연구와 양적연구의 장, 단점을 확인하고 주장하

는 선에 그쳤다. 

2003년에 들어서면서 눈에 띠게 학회지와 국내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질적 연구방법으로 쓰여진 논

문이 증가하기 시작하 다. 그리고 이 때를 전후해 질적 연구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인프라가 만들

어지고 있었다. 우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한 질적 연구방법에 관한 저서(최종혁, 

2002)와 번역서(유태균, 2001; 유태균․이선혜․서진환, 2004; 조흥식 외, 2005)가 출간되었다. 이는 

다른 인프라를 갖지 못한 국내 상황에서 질적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그나마 질적연

구에 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 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질적 연

구방법을 가르칠 강좌가 일부 학에서 개설되기 시작하 다. 질적 연구방법 강좌는 다른 학문분야

에서와는 달리 별 다른 저항 없이 개설되었다. 질적 연구방법론 강좌 개설은 2006년 현재 10개 학

에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강좌의 개설은 과학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활동 이전에 한 연구 집단의 

성취나 이데올로기 혹은 해당 학문 집단의 합의된 담론과 긴 한 연관이 있다는(Fine, 1986; Hall, 

1985; Kuhn, 1970; 김 천, 1996 재인용) 관점에서 보면 질적 연구의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강력한 

동인이다. 

교재의 출간이나 강좌 개설 이외에 질적 연구를 위한 인프라의 주요 동력은 질적연구를 함께하고 

이를 확산시키려는 연구공동체의 조직화이다. 새로운 연구공동체의 조직화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연구공동체에 수용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Walker, 1992; Kim and Cho, 2005 재인

용). 그동안 사회복지학계에는 1990년  중반 이후 간헐적으로 해외에서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

고 귀국한 연구자들이 있기는 하 으나 이들이 국내에서 질적 연구의 확산을 위한 연구공동체를 자발

적으로 조직화하지는 않았다. 사회복지 질적 연구 공동체는 국내에서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한 학문

후속세 들이 자신들의 연계망을 구축해 가면서 연구모임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 결과 2006년이 되

어서야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회”로 가시화되었다.  

이상과 같은 질적 연구의 지형 변화와 다양한 인프라의 변화는 우리의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가 “태동”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즉,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는 바야흐

로 “태동기”에 진입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동”은 국외나 국내의 여타 다른 학문 분야와도 다른 

독특한 특징을 보이면서 전개되어 가고 있다. 이런 “태동”에 즈음하여 과연 젊은 학자들이 새로운 패

러다임을 주도하는 이유가 이들에게 유사 종교적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Kuhn(1970)의 말을 우리 

사회복지학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자면, 이들을 질적 

연구에 탑승케 한 것은 기존의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풀어낼 수 없다는 자각과 연

구방법에 한 새로운 관점의 습득이었다. 즉, 사회복지 현상에 해 가진 문제의식이 기존의 양적방

3) 1998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 회는 기획 주제 중의 하나로서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의 
과제”를 다루었으나 외국에서의 방법론 논쟁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국내의 질적 방법에 
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토론자(정순둘) 선에서 질적 연구의 여러 전통들을 단순히 소개
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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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으로 답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서 안적 방법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 다는 것

이다. 또한 “과학”의 표를 자처하는 양적연구방법이 진리를 찾아내는 절 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인

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다양한 패러다임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패러다임의 선택 여하에 

따라 사회적 현실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 다. 그리고 이들 패러다임이 현실에서 갖

는 우열은 결국 학문공동체내의 동학과 힘의 구조를 반 한다는 학문의 정치성에 한 새로운 인식 

때문이었다.4) 

2) 한국 사회복지 질적연구의 비평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동향 파악은 지형과 계보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적 연구물 자체에 

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연구물에 한 비평은 그 기준과 차원을 어떻게 설정하느

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띨 수 있다. 연구에 한 비평은 무엇이 진리를 확보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실증주의는 방법이 참된 지식을 보증한다는 방법주의(methodicism)인 절차

적 진리관을 갖고 있지만, 가다머는 진리는 방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며, “방법에 반하는 진리”, “진

리에 반하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 다(김 철, 2003). 이 글에서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에 한 

비평은 연구를 하는데 사용된 방법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연구 패러다임의 성격, 사회복지 질적 연구

들이 전체 사회복지 지식의 지평에서 갖는 위상과 의미, 질적 연구 결과물의 독자에 한 설득력 등

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비평의 상은 2000년 -2006년 8월 말 현재까지 <한국사회

복지학>에 게재된 24편의 질적 연구 논문이다.  

(1) 해석적 패러다임의 주도

일반적으로 해석적 패러다임은 양적연구에 비되는 질적 연구들을 통칭하는 말로서, 연구 참여자

의 경험의 의미를 참여자의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포괄적 연구 경향을 의미한다. 그러나 질적 연구

의 패러다임에 한 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Lather는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을 “이해” “해방” 

“해체”의 세 가지로 구분하 고(김용숙, 김 천, 1999), Thomas and Nelson(1996)은 해석적 패러다임

과 비판적 패러다임으로 구분하 다(김승재, 오수일, 김세원, 2003 재인용). 또한 Denzin and 

Lincoln(1994)은 연구 패러다임을 실증주의, 후실증주의, 비판이론, 구성주의(혹은 해석주의)의 4가지 

패러다임으로 구분하면서, 구성주의(혹은 해석주의)와 비판이론5)을 질적 연구와 관련하여 설명하

4)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논문을 썼거나 쓰고 있는 3명, 질적연구로 프로포절을 준비중에 있는 3명을 
상으로 인터뷰함

5) 비판이론에서 “비판”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회 내 혹은 하위 역에서의 “부정의”에 직면한다는 의
미이다. 따라서, “정치적”, “해방적” 의식이라는 말과 맞닿아 있다. 전통적 연구자가 “중립성”에 매
달려 있다면 비판적 연구는 보다 나은 세계의 투쟁에서 파트너십을 천명한다. 전통적 연구자가 자신
들의 과업을 현실의 한 조작을 묘사하고 해석하고 부활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비판적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저작을 부정의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로 본다. 비판이론가들은 지식 그 
자체의 증가에만 관심을 두지 않는다. 비판적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인식론과 이념적 동기 등을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 : 동향과 의미  283

다. 이처럼 질적연구의 패러다임에 한 분류가 다양한 것은 질적 연구를 하나의 해석적 연구로 묶기

에는 그 스펙트럼이 넓고 연구의 방향과 의도가 상이하여 질적 연구에 한 보다 상세한 이해를 위해

서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 분류의 공통적 부분을 고려하여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을 해석적 패러다임과 비판적 패러다임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이러한 구분에 근거할 때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는 거의 모두가 해석적 연구의 형태를 띠고 있어 

해석적 패러다임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석적 연구의 목적은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 혹은 사회현상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있다. 따라서 해석적 연구자들은 연구 참

여자들의 관점에서 현실을 이해하려 하고 그들의 경험과 현실을 보다 심층적이고 풍부하게 드러내 보

여주려 노력한다. 반면 비판적 연구는 인간의 삶에서 불평등한 사회적 힘과 권력의 작용을 연구 참여

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ilverman, 1996, 김승재 외, 2003 

재인용). 비판적 연구자들은 불평등한 사회적 힘과 권력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들을 비판하며, 연구 행

위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활동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가 해석적 연구의 형태를 띠는 근거는 연구목적에 한 언급이다. 거의 모

든 연구에서 “깊이 있는 이해” “의미를 이해” “...의 입장에서 이해”라는 기술을 발견할 수 있다. “가

출 청소년의 비행과 과정을 해석적으로 연구하고(김지혜, 2003)”, “노인학 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

고 있는지를”(우국희, 2002), “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에 한 의미

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김미혜 외, 2004), “아동들의 생활세계의 체험을 아동의 입장에서 이해하

고자(고미 , 2004)”를 연구의 목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결과가 얼마나 해석적

인지를 드러내는 정도에서는 다소 편차가 있었다. 자신의 연구가 해석적 연구임을 선명히 드러내는 

연구가 있는 반면(김지혜, 2003; 우국희, 2004), 일부 연구는 수사상으로는 해석적임을 언급하지만 연

구결과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기 보다는 참여자들의 언어를 단순히 옮겨 놓았다

고 할 수 있을 정도 다.

이처럼 질적 연구 내에서 해석적 패러다임이 주도하는 현상은 외국의 질적 연구 동향에서나 혹은 

국내의 다른 학문 역에서의 경향과 유사한 흐름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만의 독특한 

현상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질적 연구의 출발이 내부자의 시선에서 본 현실을 자연스런 맥

락에서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이야 말로 질적 연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

석적 패러다임의 주도 현상에 내포된 의미는 다층적이다. 

우선, 인식론적 측면에서 실재론적 입장과 구성주의적 입장의 기울임을 정확히 가름하기 힘들지만, 

이후에 기술되는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제반 특징들을 고려하면 구성주의 보다는 실재론적 입장

에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재론은 지식의 획득은 인식의 주체와 무관하게 거기 그곳에 존재

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는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발굴”하고자 한다. 반면 구성주의는 지식의 획

득이 상호간의 “ 화”를 통해 획득된다는 점에서 반실재론적이다(Burr, 2003). 얼핏보면 현상의 본질

과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현상학적 연구(김미혜 외, 2004; 고미 , 2004; 김혜선․김은하, 2006)와 특

성찰한다(Denzin and Lincoln, 1994). 



284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 1 호

정 전통을 취하지 않은 다수의 연구가 실재론적 입장에 있는 것 같지만 각 논문에서 이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단, 일부 연구(우국희, 2002)에서 사회구성주의 관점

으로 현상을 조망하고 그들의 현상에 한 이해와 의미를 파악하려 하 다. 따라서, 좀더 다양하고 정

확한 논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해석에 한 인식론적 입장에서 보면 구성주의적 해석주의 보다는 

자연주의적 해석주의에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석적 패러다임의 주도 현상에 내포된 또 다른 의미는 해석적 패러다임과 비되는 비판적 패러

다임에 한 상 적 무관심이다. 비판적 연구는 연구 전통의 선택(예를 들면, 비판적 문화기술지, 비

판적 담론분석 등)이나 연구의 목적 혹은 연구의 이론적 렌즈를 비판이론과 관련된 관점이나 이론을 

선택함으로써 가능하다. 해석적 연구가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반면 비판적 연구는 가치에 기반 한다

(김승재 외, 2003). 2000년 이후 <한국사회복지>에 게재된 24편의 논문 중 명시적으로 “비판적” 연구

임을 드러낸 경우는 없다.6) 이러한 비판적 연구에 한 무관심은 사회복지가 명시적으로 내건 인권과 

사회정의, 임파워먼트, 인간의 해방이라는 목표(IFSW. www.ifsw.org: 국제사회복지사연맹 홈페이지)

를 고려하면 질적 연구 내에서 반성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는 해석적 

연구와 비판적 연구 간에 불균형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균형은 사회복지 질적 연구

자들의 사회복지 현상에 한 이념적 입장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사회복지 질적 연구

는 존재하는 현상을 잘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는 작업 외에도 특정의 가치기반 하에 해당 현상을 조망

해 보여주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절차주의에의 경도

질적 연구에서 논의되어야할 표적 이슈중의 하나는 방법주의 혹은 절차주의이다(김 철, 2003). 

방법주의는 참된 지식을 확보하는데 있어 절차를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실증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면 참된 지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절차적 정당성은 자연세계의 작

동을 예측하고 통제하는데 관심을 갖는 “과학적 지식”을 담보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반면, 상호

이해와 소통, 자기이해의 변화를 가져오는 세상에 한 관점에 관심을 갖는 “해석적이고 해방적 형태

의 지식”은 절차에 한 이견 때문에 소위 “과학성”을 의심받는다. 하버마스는 과학적 지식이 해석적

이고 해방적인 지식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도구적 가치의 지배로 보았고 이는 지식 

그 자체를 상품화하고 기술과 기능적 지식의 획득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Lyons, 

2000). 후실증주의에 토 를 둔 질적 연구는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곧 참된 지식을 보장한다고 보

지 않는데 따라서 지나친 절차주의를 경계한다. 혹자는 지나친 방법주의나 절차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질적 연구가 실증주의의 아류로 전락하게 된다고(김 철, 2003) 할 정도로 질적 연구에서 절차주의에

의 경도를 경계한다. 

6) 단, 극히 일부 연구(김인숙, 2004a)에서 묵시적으로 비판적 관점을 견지한 연구는 있다. 이 연구는 
외형적으로는 사회복지사의 가족에 한 인식과 담론을 이해하는 해석적 연구인 것처럼 보이나 가
족 담론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여성주의적 개념들에 많이 의존하 고 따라서 페미니스트적 질적연구
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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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질적 연구들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절차주의에 경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많은 논문들이 질적 연구 교재에서 언급되는 엄격성 확보 절차

를 거의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언어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립성, 일관성,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을 언급하거나(김혜선․김은하, 2006; 김미옥 외, 2005; 고미 , 2004), 장기간 

관계형성, 동료집단지지, 연구 상을 통한 재확인, 감사자료 남기기를 언급하든가(김경미, 2006), 전이

가능성, 의존가능성, 재생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다(장윤 ․박태 , 2006; 이시연 외, 2006). 물론 해

당 연구가 얼마나 신뢰할만한 과정을 거쳤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 절차

에 한 언급이 연구과정에서 농익고 체화되어 자연스럽다는 느낌보다는 마치 연구의 전 과정과 유리

되어 있고 박제된 언어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다.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가 초입기에 있고 양적 연구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적 연구

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용어, 과학적으로 보이는 용어들을 가능한 자주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절차상의 타당성 확보의 언급이 곧 연구의 진실성

과 질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질적 연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연구 결과 내용이 독자를 설득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

다. 이것은 “모든 작업이란 자신의 지식과 사건들을 잘 배열하여 좋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작가의 

고통과 투쟁이 전개되는 연극무 이다”라는 Scholem(김 천, 1996 재인용)의 말처럼 질적 연구의 최

종 평가는 “좋은 이야기” 혹은 독자를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구성되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 좋은 이야기”, 혹은 “이야기”를 찾을 수 없는 다수의 질적 연구들이 있었다.  

또 하나 절차주의에의 경도를 보여주는 좋은 예는 근거이론 연구에서이다.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

구에서 근거이론 접근은 5편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 근거이론 접근 연구는(최옥채, 2003; 박현선, 

2003; 최옥채, 2004; 김진숙, 2005; 김미옥 외, 2005) 모두가 동일한 형태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

들 연구는 연구주제만 다를 뿐 결과를 제시하는 형식과 절차가 모두 동일하다. 즉, 연구의 결과를 이

야기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이라는 근거이론의 절차적 과정을 그

로 보여주고 있었다. 근거이론의 절차를 충실히 따라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은 인정 할만 하나 연구 

결과를 절차중심으로 제시 하는데는 절차주의에의 경도를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질적 연구가 

“태동기”라는 초보 수준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절차적 정당성을 보여줌으로써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성 확보에 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일 수도 있으며, 혹은 아직 연구자들의 

사유방식이 절차주의를 강조하는 실증주의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3) “균형”과 “이해”의 외피: 주제의 빈약성 

질적 연구는 양적연구에 비해 절 적 지식보다는 상 적이고 맥락적 지식, 현상에 한 예측과 통

제보다는 이해와 설명을 중시한다(Forchuck and Roberts, 2000). 질적연구가 생산해 내는 지식의 이

러한 특성은 지식에 한 듀이적 개념 즉, 지식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파워

로서의 지식”과 “지식의 해방적 가능성”(Lyons, 2000)에 다가간다. 질적 연구가 “이해”와 더불어 “해



286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 1 호

방”, “해체”의 패러다임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표적인 예로 국의 교육학 

역에서 질적 연구는 교육 역에서의 시장 이데올로기라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혀 던져지지 않던 

질문”에 질문을 던져 침묵을 깨는 역할을 하고, 당연시 되던 것을 문제 삼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책과

정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정책의 불일치와 오해, 잘못된 해석을 드러내 보여주었다고 평가되고 있

다(Maguire and Ball, 1994). 그렇다면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질적 연구들은 사회복지학의 어떤 

문제를 질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 을까?

우선, 외형적으로 보면 잠재적, 명시적인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들의 행위의 속성에 한 연구가 전

체의 58.3%(14편)을 차지하고 있었고, 정책과 실천을 포함한 사회복지의 실천 행위와 관련된 연구가 

41.7%(10편)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서 실천행위와 관련된 연구는 세 가지 형태로 발견되었는데 그 

하나는 사회복지사들의 구체적인 실천행위나 상황에 관심을 둔 연구로 전체의 25%(6편)를 차지하

다. 이 외에 사회복지 정책에 깔린 지배적 인식과 담론을 문제의 출발점으로 삼아 기존 정책에 한 

새로운 해석과 방향을 제시한 연구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급한 이후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관심을 

둔 연구로서 각각 8.3%(각 2편)에 그쳤다. 

이는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이 인간의 인식과 행위의 속성을 인과적 틀이 아닌 

해석적 틀로 들여다보고,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 행위에 내재된 의미를 새로운 각도로 조망하고자 하

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복지 연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복지적 현상에는 속성연구는 물론 정책 

및 실천 행위 자체에 한 연구가 모두 필요하다. 이 점에서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형태는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천에 비해 정책적 문제의 해결이나 당연시 되

는 정책적 전제를 문제시하는 등의 정책적 주제에 근거한 질적 연구가 상 적으로 적었다. 이것은 한

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자들이 정책보다는 실천 현상에 한 문제의식에 더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주제의 초점은 양적연구로 체해도 될만한 단순한 인식 조사 수준의 일부 연구를 제외

하고는 다수의 질적 연구가 과정, 경험, 의미 탐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과정”에 관한 연구는 전

체의 36%(9편)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보 다. 이처럼 사회복지적 현상을 “과정”의 시선으로 본다든

가 “경험”과 “의미”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함은 사회복지 현상에 한 인과적 사유방식이 아닌 해석

적 사유방식을 수용하는 의미를 가진다. 달리 말하면, 사회복지 현상을 “설명”적 방식이 아니라 “이

해”적 방식으로 사유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균형”과 “이해”의 외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복지 질적연구의 주제는 극히 

일부 연구(우국희, 2004; 이가옥․우국희․최성재, 2004; 김진미․서정화, 2006)를 제외하고는 주제가 

빈약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제가 빈약하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복지 지식체계나 환경적 

맥락에 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약하고 그 결과 비판적 아젠다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장화나 

지방화와 같은 사회복지가 처한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불일치와 잘못된 해석을 보

여주거나, 당연시되는 실천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기존의 사회복지 지식체계에 한 새로운 해석과 

도전을 보여주는 문제제기와 주제들은 희박했다. 결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는 “과정”과 “경험”을 해석

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기는 하 으나 기존의 사회복지 지식 패러다임을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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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면서 해당 연구가 사회복지 학문공동체에 안적 혹은 논쟁이 되는 아젠다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어쩌면 한국의 질적 연구자들도 양적 연구방법의 독점만을 주장하는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문제의식을 연구 방법 속에 가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사회복지 현상에 한 정교하

고 결정적인 비판적 문제제기는 뒤로하고 질적 연구가 상정하는 “이해” 혹은 “해석”의 틀을 상투적으

로 사회복지 현상에 적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연구방법이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

라 연구자의 문제의식이 연구방법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특정 질적 연구 전통에의 편향 

질적 연구는 다양한 철학적, 이론적 전통 하에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무엇이 질적 연구인가에 해

서는 단일의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넓게는 특정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이고, 좁게는 “해석주의”로 

불리는 특정의 철학적, 이론적 전통에 근거한 연구로 정의 내릴 수 있다(Mason, 2002). 

Creswell(1998)은 좋은 질적 연구의 기준중의 하나로서 특정의 탐구 전통을 사용하는 것을 들고 있다. 

하나의 탐구 전통에 머물러 연구하는 것은 사회세계에 한 그 전통의 철학적 입장과 관점을 반 하

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논리적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질적 

연구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특정 전통에 근거한 연구라도 독자에 한 설

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특정 전통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독자에 한 설득력을 갖춘 연구보

다 훌륭하다고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는 일반적 의미의 해석적 연구와 특정 전통에 근거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이 양자의 비율이 거의 유사했다. 즉,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24편의 질적 논문 중 

58.3%(14편)가 일반적 해석적 연구 고, 41.7%(10편)가 특정 전통에 근거한 연구 다.7) 특정 탐구 

전통에 근거한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근거이론 연구 다. 근거이론 연구는 전체 연

구 중 20.8%(5편)를 차지했고, 특정 탐구 전통 연구 중에서는 절반인 50%를 차지하 다. 이는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가 근거이론이라는 특정 탐구 전통에 편향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 현상학적 

연구가 12.5%(3편), 문화기술지 4.2%(1편), 사례연구 4.2%(1편)의 분포를 보 다.     

McLeod(1998)에 의하면, 근거이론은 질적 연구 시장을 주도하는 리더(market leader)로 불릴 만큼 

질적 연구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West, 2001 재인용). 근거이론의 이러한 성공 가도는 현재까

7) 질적연구의 탐구 접근(2000-2006년 사이에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24편의 질적 논문 분석) 

                  탐구 근              %(편수)

            일반  해석  연구              58.3(14)

    탐구 통

        근거이론              20.8(5)

      상학  연구              12.5(3)

       문화기술지               4.2(1)

        사례연구               4.2(1)

                      총합             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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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연구 경향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한국 사회복

지 질적 연구에서 근거이론 접근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점, 일반적 해석적 연구에서 다수 연구가 근

거이론의 분석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과장해서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는 근거이

론의 우산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거이론이 질적 연구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은 무

엇보다도 절차의 구조성과 그로 인한 연구자들의 편이성이 분명 한 몫을 한다. 즉, 다른 탐구 전통에 

비해 분석 과정이 구조화되어 있고 분석 방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거이론의 이러한 특성은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자들에게 질적 연구에의 접근성과 친화력을 높

을 것이다.    

그러나 근거이론에 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근거이론이 실증주의적 패러다

임의 입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Charmaz(2000)는 부분의 근거이론 분석이 “실증주의적-객관

주의적”입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 고, Reason과  Rowan(1981)은 근거이론 연구는 협력적, 반성적 

탐구 철학에 뿌리를 두지 않은 “구식 패러다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 다. 또한 West(2001)는 

자신의 근거이론 분석 경험을 토 로 근거이론 접근은 객관적 진실이 드러나길 기다리고 있으며 다른 

연구자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똑같은 진리를 찾아낼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그

는 또한 근거이론에서 자료를 작은 단위로 쪼개는데 있어 무엇인가 상실된 듯한 느낌, 자료를 파편화

시킴으로써 전체적 총체성이 깨어져버리거나 상실된 듯한 느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다. 근거이론에 

한 이러한 비판적 논점과, 앞서 언급한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

면 한국의 사회복지 질적 연구자들에 한 평가도 실증주의적이고 객관주의적인 패러다임에 친화력을 

갖고 그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3.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의미

앞서 질적 연구의 동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사회복지학은 최근 3, 4년에 이르러 연구방법의 지

형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확실하다. 물론 그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러한 연구방법상의 

변화가 사회복지 현상의 개념적 구조와 방법적 구조 그리고 사회복지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상의 변화

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우리 학문의 다원화를 촉진할 것이기 때문에 한껏 환 해야 할 주목할 사건이

다. 여기서는 이들 변화의 의미를 인식론적 측면, 연구방법 측면, 사회복지 현상에 한 사유방식 측

면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지배적 지식기반 비판과 대항 담론의 형성

현재 한국 사회복지 학문의 지배적 지식기반은 단연코 실증주의다. 이는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자들

(최균, 1995; 홍경준, 1998, 2002; 김연옥, 1998; 오정수, 2002; 강철희․김미옥, 2003)의 지적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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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실증주의 인식론은 지식이란 관찰로부터 얻어질 수 있고, 사실에 한 

탐구에 가치나 취향을 개입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연구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 

진실”을 추구한다. 양적 연구방법은 이러한 실증주의 인식론을 충실히 반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복

지학에서 양적 연구방법의 우위가 지속적으로 확  재생산되어 왔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홍경준, 

2002)는 우리 학문의 지배적 지식기반이 실증주의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실증주의적 인식론은 서구의 경우 사회복지학 발전에 일정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구

에서 실증주의는 발견주의8)와 함께 사회복지 연구를 형성했던 양  줄기의 하나이다. 실증주의 인식

론은 사회문제에 한 설명에서부터 사회복지 실천 개입의 효과성, 단일사례 설계 그리고 근래에 제

시되고 있는 “증거기반 실천(evidence-based practice)”의 근거가 되었다. 이처럼 사회복지학은 실증

주의 전통을 주된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실천의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설득력 있는 결과를 제

시하 고 전문직의 위상 제고에 일정 역할을 하 다(Gibbs, 2001)고 평가된다. 

한국 사회복지 학문의 역사는 이러한 서구의 역사적 전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자유롭지 

못함은 한국 사회복지학이 서구의 역사적 전승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배가된다. 즉, 식민화 과정이 늘 

그러하듯이 그들의 항 담론은 배제한 채 그들의 주류 담론만을 이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 사회복지학은 실증주의를 학문의 “주된 인식론”으로서가 아니라 “거의 유일한 인식론”으로 

수용하 다. 한국 사회복지학에 수용된 실증주의가 과연 한국 사회복지학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아직 

이에 한 구체적 증거 자료는 없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회과학내 다른 학문들로부터 

위상을 인정받거나 혹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일정 역할을 하 을 것으로 판

단된다.  

문제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의 기여를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인식론의 지배가 한국 사회복지학

에서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나침으로 인해 한국 사회복지학에는 실증주의 인식론에 

한 “ 항적” 인식론이 전혀 담론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서구에서 사회복지 연구

를 형성했던 표적 인식론이 실증주의와 발견주의 던 사실과 조를 이룬다. 그들은 오랜 동안 실

증주의에 비견할 “ 항적” 담론을 가지고 있었고, 이 양자간에 긴장이 늘 지속되긴 하 으나 그들에

게 논란이 되는 다원적 인식론이 사회복지 연구를 풍부히 한다는 데에 한 공감 를 이끌어냈다

(Gibbs, 2001). 

서구에서 이러한 항 담론의 존재는 때로는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간의 립 혹은 “패러다임 전

쟁”이라는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기도 하 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인식론과 사회복지 지식간의 적합

성” 아젠다를 제기하게 함으로써(Holland, 1983; Heineman -Pieper, 1985; Reamer, 1990) 연구방법의 

8) 발견적 인식론은 실증주의 인식론에 해 비판적이다. 실증주의 인식론이 실재나 문제가 쉽게 정의
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발견적 인식론은 실재가 복잡하고 통제하기 어렵고 지식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적이고 맥락의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발견적 인식론은 
실증주의와는 또 다른 앎의 방식, 또 다른 사고방식, 또 다른 행위방식으로서 사회복지 연구자들에
게 다양한 아젠다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하 다(Gibb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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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사회복지 지식의 본질 및 지향과 연관해 논의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이 계기를 통해 그

들은 사회복지의 공간 안에는 여러 개의 진실과 여러 개의 지식획득의 방법이 설 자리가 있고, 방

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의 역을 하나의 연구방법이나 인식론으로 커버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하 다(Hartman, 1990).

이처럼 항적 담론의 존재는 갈등과 립이라는 외양을 띠는 듯해도 그것의 존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 이는 항적 담론의 부재는 독점화와 획일화를 초래케 하여 “다원성”을 배제시

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의 반증이기도 하다. 현재로서 한국 사회복지학에는 실증주의에 비견

할 항적 인식론과 그에 한 담론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우리 학문공동체 내에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간의 립이 표면화된 적도 없고, 사회복지 지식의 본질과 인식론간의 관계에 해 본격적

으로 문제를 제기한 경험도 없다. 단, 극히 일부 연구자들(문성호, 1997; 김연옥, 1998; 홍경준, 2002; 

오정수, 2002)에게서 우리의 지나친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한 자각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이들의 

자각의 핵심은 사회복지학 인식론상의 다원화 필요성, 객관성 중시가 하나의 가면이라는 점, 실증주의

를 넘어선 학문적 작업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항 담론의 부재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 질적연구의 “태동”은 실증주의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후실증주의9) 혹은 발견주의로 표현되는 인식론적 

항 담론을 형성할 토양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질적 연구의 지속적 증가 추세는 비록 논쟁

의 형태로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실증주의에 항할 인식론의 확산을 기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

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질적 연구의 “태동”은 현재 사회복지 지식의 지배적 인식론인 실증주의에 

한 비판의 토 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 진 은 지배적인 지식기반인 실증주의에 비견할 항 담론을 어떻게 형성해 낼 것인가에 그 역

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사회복지 질적 연구가 단순한 기법의 학습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 질적 연구를 단순한 

“훈련”의 문제로 전락시켜서는 안되고, 사회복지 현상에 한 비판적 사고의 문제로 등치시킬 수 있

어야 한다. 이것은 곧 질적 연구방법에 한 논의가 앞서 언급한 사회복지 지식의 본질과 지향, 인식

론과 사회복지 지식간의 적합성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되어야 하고10) 그러한 인식의 틀 안에서 주제의 

빈약성을 풍부성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관련 연구공동체의 조직화를 가속화 혹은 확 한다

9) 후실증주의는 진실에 해 실증주의와는 다른 개념을 가진다. 실증주의자들처럼 형이상학은 과학의 
역이 아니라고 보지만 실재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 로 관찰될 수 없는 것도 존재한다고 본

다. 실증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과학은 여전히 엄 성, 증거에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지만 그 형태가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증거(evidence)는 추론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후실증주의는 질적방법을 배제하지 않는다. 후실증주의는 개인의 경험이나 의미에 초점을 두는 방법
론들을 거부하지 않는다. 이러한 후실증주의 인식론은 점차 현 의 경험주의 연구활동의 기반이 되
어가고 있다(Clark, 1998).

10) 질적 연구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간호학의 경우 초기에는 의료모델에 의해 지배되었고 그것
은 실증주의에 기반된 것이었다. 그 결과 연구의 주된 형태는 양적 연구 다. 이처럼 간호학 초기에
는 실증주의가 강력한 향력을 행사하 으나 지금은 실증주의가 간호학 연구와 양립될 수 없는 것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Clark,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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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가, 사회복지 지식의 인식론과 연구방법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이슈화한다든가, 왜곡된 

연구문화의 문제11)를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인다든가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 탐구 패러다임의 다원화

서구에서 탐구 패러다임의 다원화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간의 “패러다임” 논쟁을 정점으로 표

면화 되었고, 그것은 “패러다임 전쟁(paradigm war)"이라고 불릴 만큼 격렬했었다. 그 결과 혹자는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패러다임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

(Donmoyer, 2000; Kim and Cho, 2005 재인용), 혹자는 패러다임 전쟁이 끝나고 지금은 연구방법론의 

랑데부 또는 데탕트 시 가 도래 하 다고(Gage, 1989; 김 천․조재식, 2001 재인용)한다. 사회복지 

역에서는 이러한 인식론 논쟁이 사회복지 전문직의 방향과 관련된 학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Krager, 1983) 사회복지학의 광 한 주제 범위를 고려할 때 다양한 

탐구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를 형성했다.

사회복지학에서 탐구 패러다임의 다원화가 필요한 것은 단순히 획일성 그 자체가 좋지 않아서라

는 소극적 의미 보다는 현재의 지배적 탐구 방법인 양적 연구방법이 상정하는 인과론적 패러다임만

으로 사회복지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인과적 패러다임은 거의 자동적으로 시공을 초

월한 보편성과 일반화라는 외피와 등치된다. 동시에 그것은 시공이 존재하는 맥락적 지식을 거부한

다. 모든 사회복지 현상을 오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인과적 틀로서만 설명하려는 양적연구 패

러다임에 반해 질적 연구는 이러한 인과론적 틀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복지 

현상과 그에 한 논의에 해 인과적 틀로 포착될 수 없었던 측면을 “포착”해 내고 아울러 기존 논

의에 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인과적 틀을 전제로 한 양적 연구방법 이

외에 비인과적 설명을 제공해 주는 질적 연구방법과 같은 다양한 탐구 패러다임의 확산이 필요한 것

도 바로 이 지점이다. 

한국의 경우, 학문의 역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패러다임 전쟁이 시작되었고 따라

서 패러다임 전쟁이 진행 중이며 그에 한 저항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Kim 

and Cho, 2005). 그러나 한국 사회복지학에서는 패러다임 논쟁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이에 한 저항

이 표면화될 기회도 갖지 못했다. 그렇다고 하여 한국의 사회복지학에서 탐구 패러다임의 다원화 가

능성이 사멸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탐구 패러다임의 다원화는 가시적인 “논

쟁“의 형태가 아닌 “저변 확 “의 형태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즉, “논쟁“의 형태로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질적 논문의 지속적 증가와 현장에서의 “다른 목소리“라는 “저변 확 “의 형태로 그 기반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그 출발이 다른 학문 역에 비해 너무 많이 늦었고 그에 따라 

그 층도 너무 얇다는 점이다.  

11) 오정수(2002)는 사회복지 학문공동체의 왜곡된 연구문화의 실체를 단기간 내 쉬운 연구방법을 적
용해 결과를 산출하려는 인스턴트 연구 현상과 고급통계기법을 활용한 양적방법만을 과학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지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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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봤듯이 2000년 이후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되는 질적 논문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과, 

학문 후속세 들의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학위논문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분명 논쟁적이지도 자극

적이지도 않지만 사회복지학 내의 “저변”에 흐르는 변화임에는 분명하다.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는 

비록 그 양은 미미할지라도 사회복지 실천 행위와 사회복지 관심 상이 되는 인구집단에 한 이해

를 비인과적 측면에서 설명해 주었다. 이들 질적 연구에 내포된 “새로운 포착”과 “새로운 해석”은 참

된 지식의 다층성, 진리의 다원성을 제시함으로써 탐구방식의 다원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태동”은 탐구 패러다임의 다원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출발점이라는 의미

를 갖는다. 아울러 한국 사회복지 지식기반의 지평을 확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탐구 패러다임의 다원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저변”의 축은 사회복지 현장이다. 사회복지 현장의 

실천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보면 “저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현장의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보편

적 지식으로 현장의 경험을 설명해 내기가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유 준, 2006). 또한 인과적 

틀로 드러나는 과학적 지식이 사회복지실천 현장을 제 로 반 해 주지 않으며, 과학적 지식이 실천 

현장의 필요와는 유리되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정순둘, 2006). 이러한 실천가들의 “다른 목소리”는 

양적연구 독주의 단일한 탐구 패러다임에서 다원화된 탐구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복지 탐구 패러다임의 다원화는 질적 연구와 실천 현장을 통해 “저변 확 ”의 지

를 천천히 넓혀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동

향은 자연주의적 해석주의를 바탕으로 절차와 특정 연구 전통에 경도되어 가장 중요한 주제의 빈약성

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가 사실을 “발굴”하고자 하는 실재론적 객

관주의의 향 하에 있고, 연구방법의 문제를 사회복지 현상과 본질에 한 문제의식보다는 연구기법

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최근 질적 

연구 접근으로의 전환이 주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인식론은 실증주의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태동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가 탐구 패러다임의 다원화라는 저변

을 완만하게나마 확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저변 확 ”는 실증주의의 궤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가 갖는 이러한 한계는 사회복지의 당연한 원리들을 연구과정에 적극적으

로 반 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Gibbs, 1999; Uehara et al., 1996). 사회정의나 평등, 임파워먼트, 자

기결정, 반배제와 같은 가치는 사회복지의 원리들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들 가치가 연구과정에 반

되어야 한다 함은 연구의 전 과정이 이들 가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연구자의 역할이 전문적 지식이나 파워, 통제를 확장하는 것에서 연구 참여자의 해방에, 연구 참여자

와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에 깊이 관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사회복지 질적 연구는 

사회복지가 작동되는 거시적, 미시적 맥락상의 변화에 반응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Gibbs, 

2001). 이처럼 기존의 연구과정을 탈신화화하고, 결과 중심의 연구가 아니라 반성적이고 가치에 기반

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진작할 때 실증주의 궤도 안에 있는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한계”를 뛰

어 넘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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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현상에 대한  내러티브적 사유방식의 확산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양적 연구방법의 압도적 우위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회복지 현상을 

사유하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친다. 사회복지 현상에 한 기존의 사유방식은 “인과적 사유

방식”과 “시장적 사유방식”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인과적 사유방식”은 한국 사회복지학이 터하고 있

는 인식론적 기반이 실증주의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인간 경험의 구성을 인과관계의 논리를 전제로 

설명하는 사유방식에 한 부르너의 아이디어12)에서 유추하 다. 그리고 “시장적 사유방식”은 한국

은 물론 서구의 복지국가조차 정치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통제 하에 있으면서 복지비용의 효율적 활

용,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관리에 매달리게 하는 사회복지의 현실로부터 끌어내었다(김인숙, 2004b).

모든 사건은 원인을 갖는다는 인과성은 사건의 모든 역에 인과율이 예외 없이 적용되며 모든 사

건이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과성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의 틀로 인정된다. 하지만 경험주의 철학자 흄은 원인과 결과 사이를 연결

하는 인과적 사고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습관이나 신념에 기인한다고 보았

다(박순 , 2003). 그리고 화이트헤드는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다른 사건에 해 전적으로 유일한 원

인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각 사건들은 적극적으로 그 자신의 본질 가운데 이미 내포되어 있는 선행 

세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내재성 이론을 인과성에 관한 가장 타당한 설명으로 보았다(안형관․박정희, 

2000). 

이처럼 인과성은 그것이 세계를 설명하는 필연적 법칙도 아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도 아니

다. 우리가 흔히 실증주의 인식론에서 언급되는 기계적인 인과성은 더 더구나 아니다. 그럼에도 인과

적 사유는 실증주의 인식론에 근거한 거의 모든 양적연구에서 전제되는 틀이다. 그러므로 양적 연구

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인과적 사유방식이 사회복지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

하는 지배적 틀을 형성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인과적 사유방식은 사회복지 상자들의 교정적, 행동적 변화를 끌어내거나 사태의 결과를 선명히 

보여주는(Gibbs, 2001) 등 실용적 목적에는 유용성이 크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상을 인과적으로 사유

함으로써 우리는 사회복지 상자와 실천가, 사회복지실천과 정책 사이에 존재하는 가치를 배제한다. 

인과적 틀 안에서는 주체의 주관성이나 가치는 배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 상자를 타자화하

고 낙인화 할 소지가 매우 크다. 그들을 어떤 원인적 소인의 결과 혹은 원인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

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상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행위가 아닌 그들에게 통제를 시도하는 행위로 전락시키며 따라서 종국에는 계급적 분리라는 이데올

로기적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12) 부르너는 인간경험의 구성이 논리적 진술문의 구조를 가지며 인과적 관계의 논리를 전제로 한 설
명을 목표로 하는 사고방식을 패러다임적 사고방식이라고 불렀다(강현석, 2001). “인과적 사유방
식”은 이러한 부르너의 아이디어에 기 어 사회복지 현상에 한 사유방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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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사유방식 외에 한국 사회복지학의 주된 사유방식은 사회복지의 환경적 변화에 기인하는 

“시장적 사유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치의 확 는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시장화

의 다른 측면을 발전시키지만 그 이동과 방향은 유사하다. 이는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복지급

부를 시장에 기반한 혼합경제화 하 고, 사회복지 활동을 관리주의화 하 으며, 사회복지 활동의 목표

를 효율성과 비용절감으로 이동케 했고, 클라이언트를 소비자로 전환케 하 다(Pinkney, 1998). 그 결

과 사회복지 연구의 아젠다 역시 효과성과 평가, 모니터링, 관리 및 통제에 두도록 하 으며, 사회복

지 연구자들을 실증주의 관점과 부합되는 양적 연구방법을 수용하게 하 다(Gibbs, 2001). 사회복지 

현상에 한 시장적 사유방식은 지나치게 효과성과 효율성에 매몰되게 함으로써 “결과”에 집착하게 

만든다. 결과에의 집착은 결과적으로 “과정”을 배제시킴으로써 사회복지 상자와 현상을 물화시키고 

비인간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태동”은 인과적이고 시장적인 사유방식

에서 다소의 궤도 이탈을 가능하게 하 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현상에 한 사유방식의 이동”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질적 연구의 “태동”이 사회복지 현상에 한 기존의 전통적 사유방식에 균열을 

초래케 하여 사유방식의 틀을 위치 이동시킴으로써 다원적 사유를 가능케 한다는 의미이다. 사회복지 

현상을 다원적으로 사유하게 되면 사회복지 현상 자체가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사회복지실천과 정책에서 배제되었던 개념들이 무  뒤에서 무

의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복지학의 인과적, 시장적 사유방식을 덜 인과적이고 덜 시장적 사유방식으로 위치 이동시

키기 위해서는 이와 비되는 “내러티브적 사유방식”13)을 확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질적 연구방법

이 내포하는 실재에 한 비인과적 이해를 그 핵심으로 한다. 내러티브적 사유방식은 인간경험의 구

성이 서술된 이야기 구조를 가지며 임의성을 띠고 비논리적이며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사유방식은 

어떤 원인적 존재를 상정하지 않는다. 사회적 실재는 내러티브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보며, 해석을 통해 

이야기(story) 만들기가 가능해 진다고 본다(강현석, 2001). 

이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태동”은 사회복지 현상에 한 인과적, 시장적 사유방

식을 내러티브적 사유방식을 이동시키는 토 가 될 수 있다. 내러티브적 사유방식은 사회복지 상자

와 실천가 사이에 존재하는 가치를 중히 여긴다. 사회복지 상자를 인과적 틀이 아닌 현상 그 로 

이해하기 때문에 타자화, 낙인화의 위험이 줄어들며, 그들을 적극적인 주체적 존재로 상정한다. 또한 

사회복지의 아젠다가 지나치게 효과성에 기울어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으며, 시장적 사유방식에서 배

제되었던 “과정”을 연구의 중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현상에 한 인과적 사유방식의 독주를 경계하고 내러티브 사유방식을 진작할 

수 있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연구자들의 사회복지를 사유하는 

방식과 그러한 사유방식을 자극하는 우리 학문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기제 및 헤게모니 양상에 

한 문제제기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지배적 사유방식이 학문공동체와 사회복지 

13) “내러티브 사유방식”은 부루너가 제안한 개념에서 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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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에 한 공감 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질적 연구

의 생산이 사회복지 현상에 한 사유방식과 관련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 이들 연구가 

사회복지 지식생산에서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4. 결론

현재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의 압도적 지배라는 상황에서도 “태동기”에 진입해 있

으며, 그것은 자연주의적 해석주의의 주도하에 진행되되 절차와 특정 연구 전통에 경도되어 주제의 

빈약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나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의 “태동”은 사회복지학의 지

배적 지식기반인 실증주의에 한 비판과 탐구 방식의 다원화 그리고 사회복지 현상에 한 사유방식

의 이동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질적 연구는 그것이 유용한 지식을 산출할 수 있으면 당연히 연구방법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이는 

연구방법상에 위계는 없으며, 질적 방법은 실증주의적 연구 기준과는 다른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질적연구에 한 다양한 입장들 즉, 질적 연구를 발견과 탐색에 한해 사용

할 수 있다는 조건부적 입장이나, 질적 연구도 양적연구의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비판적 수용 입장, 그리고 양적연구가 사회복지 전문직에의 유용성이나 적합성이 없다고 하면

서 실증주의적 연구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질적 연구 패러다임만을 철저히 수용하는 입장과는 뚜렷이 

구별된다(Franklin, 1996).  

이러한 입장에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모두 사회복지 지식 창출과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명하

는데 필요하다. 이것은 오직 측정할 수 있는 양적 연구만이 사회복지적 연구에 의미 있다는 입장

(Hudson, 1978; Sheldon, 1978)이나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보다 더 우수하고 사회복지적으로 더 가치 

있다는 입장(Smith, 1987)과는 거리를 둔다. 늘 양자택일의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연구자가 질적 연

구를 선택하느냐 양적 연구를 선택하느냐는 과학적 엄격성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자의 취향의 문제이

다. 연구방법의 선택은 특정 연구방법이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더 많은 엄격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선

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연구자의 취향이란 보다 넓은 의미로서 연구자의 세계관 혹은 

인식의 틀을 말하는데 이것은 부분 연구자의 문제의식으로 표현된다. 연구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이 연구주제로 표현되고 그 주제를 논증하기 위해 그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향의 문제를 지나친 엄격성의 문제로 환원시키면 연구방법들 간에 위계를 둘러싸고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연구방법 그 자체에 위계가 없는 것과 이들 연구방법이 현실세계 속에 작동되면서 만들어

지는 위계구조와는 다른 문제이다. 인지적 측면에서만 보면 연구방법 그 자체의 구조와 엄 성이라는 

면에서 연구방법들 간에 위계가 없을 수 있지만 이들이 현실세계 속에서 작동되며 드러나는 양상은 

위계적 외양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연구방법의 지형은 사회복지 학문공동체의 인지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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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정서적 요소라는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우

리가 지향하는 탐구 패러다임의 다원화는 바로 이러한 복합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사회복지 질적 연구가 착근하려면 사회복지 학문공동체의 인지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정

서적 측면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강현석, 2001). 이는 학문을 지나치게 “순수하고” “소박하게” 보

는 관점을 지양하고 학문의 복잡한 사회적 맥락 즉, 학문의 “정치성”에 한 자각을 필요로 하며 그

러한 자각 하에서 탐구 패러다임의 다원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서구의 연구방법론 논쟁에서와 같은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논쟁점을  던지지 않았다. 

그것은 던질 수 있는 명제가 없어서는 아니었다. 질적 연구자들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를 활용할 

능력이 없고 실증주의 연구방법의 원칙을 이해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로 몰아 부치거나(Sheldon, 

1978), 사회복지실천은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면 개입과 치료도 불가능하다는(Hudson, 1978) 독

선과 오만에 싸움을 걸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양적연구자들을 향

해 이제는 쓸모없는 논리경험주의의 과학적 명제를 붙들고 서 있다는 주장(Heineman, 1981)도 지나

친 냉소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논쟁”의 방식도 중요하겠지만 “저변 확 ”의 방식이

야 말로 긴 호흡으로 승부를 내야 하는 사안에서는 더 결정적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 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과 관련해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다원성”의 인정이다. 탐구 

방식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것들 간에 적어도 그 본질에서는 우열이 있지 않다는 것에 한 인정

이다. 즉, 어떤 하나의 연구방법이 다른 연구방법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에 한 공감 의 확보이

다. 서구의 경험을 보면 이러한 공감 가 공짜로 얻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 아마 우리도 그것이 논쟁

의 형태이든 저변 확 의 형태든 혹은 연구공동체의 조직화 형태이든 간에 그 정도와 양상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공짜로 건너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양적 연구 진 은 양적 연구방법이 자칫 복잡하

고 풍부한 사회복지 현상을 “독립”과 “종속”으로 “박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질적 연구 진 은 질적 연구방법이 “자연주의적” 통찰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의 핵심을 담보할 수 

있다는 식의 또 다른 지식권력의 행사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내의 

보다 철저한 내부성찰과 비판, 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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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Qualitative Research in Korea : 
Trends and Implications

Kim, In-Sook
(The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trends and implications of social welfare qualitative 

research in Korea. The results are follows. At present, social welfare qualitative 

research is entering in the quickening period. 

The characteristics of configuration of social welfare qualitative research in 

Korea are overwhelming inferiority in post-positivism and heuristics, wide 

differences between universities in metropolitan area and in local area at the 

aspect of amounts of qualitative research products, rapid increase in the interests 

of qualitative research in doctoral candidates, and distinguishment of doctoral 

candidates as a leader group in qualitative research. The results of critics of 

qualitative researches are follow: 1) initiative of naturalistic interpretism 2) 

inclination of methodicism 3) poorness of critical themes 4) propensity in 

grounded theory.

These trends of social welfare qualitative research in Korea, in spite of the  

limits, have various implications: 1) Trying to critics of social welfare knowledge 

based on positivism and formation of opposing discourse to positivism 2) 

diversification in paradigm of inquiry 3) spread of narrative thinking of social 

welfare phenomenon.  

Key words: qualitative research, interpretive paradigm, methodicism,         

     post-positivism, heu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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