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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에서의 실행연구 이해와 적용을 높이기 위해 실행연구의 연구 설계 과정에 따

라 실행연구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회복지학에서의 유용성을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즉, ‘장애인거주시

설에서의 이용자 참여 매뉴얼 개발 연구’의 수행 과정을 설명하고, 실행연구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에

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질적․양적 자료 분석을 통해 실행연구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실행연구의 사회복지학에의 유용성은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사회복지학에서

의 실행연구를 적용한 연구 수행과정 및 그 효과를 탐색함으로써, 사회복지학 실행연구의 이해 및 확

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실행연구, 사회복지학, 이용자 참여

1. 문제제기

실행연구는 전통적인 연구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실행연구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 ‘관

한’ 연구가 아니라 그들에 ‘의하여’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연구이다(강성우․부경수․심

택․양갑렬․오세규․이경화․이혁규․임진 ․허 식, 2005). ‘연구를 위한 연구’, ‘현실과 유리된 연

구’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실천해 나가며, 체계적으로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므로 현장에 보다 의미 

있는 공감을 주는 것이 바로 실행연구이다. 또한 실행연구는 객관성이나 이론 정립에 한 관심보다 

*이 연구는 2009년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춘계학술 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이 
연구를 함께 수행한 연구참여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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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며, 반성적 실천의 자기순환과정을 강조하는 점에서 실천분야의 모든 사람

들에게 적합한 연구방식이다(이용숙․김 천․이혁규․김 미․조덕주․조재식, 2005). 이러한 측면

에서 실행연구는 실천현장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 변화와 개선을 꿈꾸는 실천가에게 매우 매력적이

며 도전적이다. 

그동안 사회복지학에서는 학계와 현장의 연계 부족이 끊임없는 논쟁거리 중 하나 다. 연구자들은 

토착화된 지식 생성을 꿈꾸며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지만,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반

면, 실천가들은 직접 현장에서 얻은 실천 지혜(practice ideology)를 공유하지 못하고 단순히 개인의 

전문성에 국한됨으로써,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발전에 적지 않은 저해요소로 작용하 다. 학계와 실천

가, 이 양자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한국 사회복지학의 지식생성과 현장 발전,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

상에 결정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양자는 가까우면서도 먼 간극이 존재해왔던 것이다. 이 

양자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한 조사, 이론 개발, 적용 등의 순환적 과정이 바로 모두의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말이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최근 실행연구를 활발히 적용해 온 교육학에서도 

유사하게 제시되고 있다(Kennedy, 1997). 즉, 교사는 연구가 설득력이 있거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

지 않았으며, 연구가 실천과 무관하고, 교사가 궁금해 하는 것을 다루지 않으며, 연구결과가 교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여기에 때로 연구는 유행에 민감하다. 이러한 지

적은 교육학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연구에 한 비판과 상당부분 공통점이 있다. 

교육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실행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교사들이 다양한 수업상황에서의 주제들을 

직접 연구하고 실행해가며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을 발견해나가고 있다. 즉, 실행연구과정 자체가 실

천과정(practice process)이며, 이 과정을 통해 현장과 연구의 간극을 좁히고 현장의 전문적 발전을 도

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학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실행연구방법을 논의해야 하는가? 첫째, 아마도 이는 

교육학자와 교사들. 그들의 고민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돕는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학자와 사회복지

사는 늘 보다 나은 서비스를 통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바란다. 아마 사회복지학자들도 이러한 전문

성 향상의 다리 역할을 꿈꿀 것이다. 그러나 동기부여가 되어도, ‘무엇을, 어떻게’라는 지점은 여전히 

난해하다. 특히, ‘무엇을, 어떻게’는 매일의 실천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직접적인 고민들을 해결

해 줄 수 있어야 하는 전문적 민감성이 요구되므로, 철저히 현장경험으로부터 연구로 옮겨지는 형식

이어야 한다. 따라서 현장전문가들의 직접 참여가 불가피하다. 둘째, 현재 사회복지학 분야에는 다양

한 연구방법론들이 소개되고, 적용되고 있다. 새롭게 소개되는 연구방법은 이해하기에도 버거울 만큼, 

빠른 변화 행보를 보여준다. 학자들이 이러한 바에야,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이다. 여전히 학습기회는 낮고,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낯설다. 예컨데, 클라이언트 

평가와 관련하여 만족도 조사의 한계가 지적되고 질적 평가 도입의 중요성이 논의되지만, 적용해보려 

해도 ‘어떻게’의 방법론적 이슈에 매몰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러

면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일상에 한 철저한 

자각 혹은 반성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학은 클라이언트 개별화가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그러

나 현장경력이 오래될수록 이 개별화는 더욱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에서, 자신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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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에 따라 돕는 내용 역시 현실과 타협점을 찾으며 정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행연구는 바

로 그 일상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정말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위해 내(사회복지

사)가 중요한 존재임을 다시 일깨우는 묘한 마력이 있다. 돕고자 하는 열망으로 시작한 사회복지사의 

마음 저변을 흔들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해 온 그 일상적인 일들에 해 다른 시각으로 다

른 반성으로 한발 더 나아가도록 독려한다. 

아마 이외에도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실행연구는 현장의 사회복지

사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이 당면한 현장의 고민들을 연구로 풀어내고 즉시 적용과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연구방법보다도 사회복지학에 매우 효과적인 연구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에서 실행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 과정 및 그 효과를 소개하면

서, 사회복지학 실행연구의 설계에 한 가능성을 촉발하고, 그 유용성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

적으로, 실행연구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즉, 실행연구과정 자체가 얼마나 연구참여자와 현장을 변

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가? 등에 한 검증을 통해 사회복지학에서 실행연구방법이 매우 유용한 방

법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복지학에서 실행연구방법의 이해 향상 및 연구에

의 적용이 확산되길 기 한다. 이는 학계와 현장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진정한 한국적 사

회복지학 발전에 깊은 토 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이 과정 자체가 늘 변화와 향상을 꿈꾸

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새로운 해방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진정한 기회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문헌고찰1) 

1) 실행연구의 특성

역사적으로 실행연구의 용어와 개념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정의되어 왔고, 

최근에는 그 가치와 중요성이 포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Reason and Bradbury, 2001). 실행연구를 수

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양적 연구를 활용하고자 노력하되, 질적 연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화기술접근방법에 큰 관심이 있다. 이는 실행연구가 Tax(1958)가 명명한 ‘실행인류

학’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Tax는 실행인류학 혹은 participant interference라 부

르면서, ‘도우면서 배우는’ 연구스타일을 발전시켰다. 즉, 연구자와 연구 상 간 동등한 상호작용과 자

기결정적인 공동체 형성과 같은 연구체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이용숙, 2005:128, 재인용).

 Action research라는 용어는 1934년에 Kurt Lewin이 처음 사용하 다. Lewin은 ‘공통적으로 가지

고 있는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 연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반성적 사고, 논의, 의사결

1) 필자가 참고한 자료들 중 교육학 문헌들은 교육적 변화와 교사의 관계 등을 부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교육현장은 사회복지실천현장으로, 교사는 전문가, 사회복지사, 실천가 등으로 
내용에 맞게 재명명해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또한 이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문헌고찰 구성을 이
용자 참여 부분을 생략하고, 실행연구에 한 이해 중심으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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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그리고 실행의 힘을 개발하도록 보장하는 과정 ’으로 실행연구를 정의하 다(Adelman, 1998:3). 

이후 Reason과 Bradbury(2001:1)는 실행연구가 참여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인간에게 가치 있는 목적

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실천지식을 획득해 가는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정의하 다. 즉, 실행연

구는 사람들이 압박받는 쟁점 이슈에 해 실천적인 해결책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

써 ‘action and reflection’, 'theory and practice'을 다시 연결시킨다. 더 나아가 개인과 지역사회의 번

에 한 관심을 증 시킨다. 이를 통해 실행연구는 생생한 경험에 바탕을 두고, 파트너쉽을 개발시

키며, 중요한 문제를 다루며, (단순히 연구하기 보다는) 사람들과 일하며,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새로

운 방법들을 개발시킨다(Bradbury and Reason, 2003:156). 따라서 실행연구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삶을 향상시키는 변화이며, 이를 통해 전문인으로서의 삶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강성우 외, 

2005:34~36). 

실행연구는 전통적 연구방법과 다른 특성이 있다(Reason and Bradbury, 2001, 이용숙 외, 2005:33, 

재인용). 첫째, 실행연구는 사람들의 매일 매일의 일상사에 유용한 실천적 지식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

한 목적이다. 둘째, 실행연구는 실천적 결과 달성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이해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

런 점에서 행위 없는 이론이 의미 없는 것처럼 성찰과 이해 없는 행위는 맹목적이라고 본다. 셋째, 사

람들의 일상사, 해방적 방식의 앎과 실천적 지식을 추구한다. 따라서 실행연구는 참여적 연구의 성격

을 갖는다. 즉, 실행연구는 전문 연구자뿐 아니라 연구 상이 되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들을 위해, 

그들에 의해서 수행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연구가 된다. 넷째, 실행연구는 매일의 경험에서 출발하고, 

체험적 지식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므로, 탐구의 결과 뿐 아니라 탐구의 과정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실행연구에서 얻는 지식은 완결된 명사형(knowledge)이 아니라 끊임없이 형성되어 가는 

동사형(knowing)이다. 따라서 오래 전 소개된 현장연구와 달리 실행연구는 이론정립이나 실증적 효

과성을 검증하기 보다는 실천의 개선에 보다 관심을 가진다. 현장 개선이라는 목적을 가진 실행연구

를 진행하면서 교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삶(실천)을 재계획하고 실천하고

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이용숙 외, 2005). 또한 실행연구는 다양성을 통제하고 단선적인 일 상황을 

전제로 원인-결과(cause-effect)형태의 전통적 연구방법에 비해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실제를 보다 잘 

설명해준다. 연구와 행동을 동시에 추구하며, 특정 실제에 기초한 진행형(on-going)의 연구방법이므

로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실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Lomax, 1995). 실행연구는 전통적인 연

구로부터 상당히 자유롭지만, 완전히 다른 그 무엇은 아니다. 다만, 기존 연구방법과 달리 연구과정이 

곧 실행(action)이 되고. 연구결과로서(실행의 결과로서) 연구현장과 연구참여자 모두가 변화와 개선

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실행연구의 모델들2)에 따라 연구수행과정은 다

2) 최근에 강조되는 실행인류학적 모델로는 표적으로 Schensul(1985)의 협력적 연구모델과 이와 유
사한 Whyte(1984)의 참여적 실행연구모델이 있다(이용숙 외, 2005:131). 이 외에도 학자들에 따라 
실행연구는 다양하게 구분된다. Zuber-Skeritt(1996:4)는 연구자와 연구 상인 현장 실천가와의 관
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실행연구를 구분한다. ①기술적 실행연구는 실천의 효율성 증진이 목적
으로, 현장실천가는 전문연구자에게 크게 의존한다. ②실천적 실행연구는 효율성, 실천가의 이해와 
전문성 발달이 목표로서, 연구자는 실천가의 실천적 숙고와 자기성찰 즉 의식의 변화를 격려한다. 

③해방적 실행연구는 현존하는 한계와 조건 내에서 기술적이고 실천적인 개선, 실천가의 더 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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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있으나, 현장 전문가가 주체가 되어 변화와 개선을 도모하며, 연구자체가 곧 실천 행동이 되는 

것은 공통적이다. 

실행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연구방법은 양적방법과 질적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심층

면접, 참여관찰, 저널쓰기, 이야기 쓰기, 체크리스트, 비디오 분석하기, 사회조사법 등이 있다(유준호⋅

이진화, 2006). 연구주제 혹은 실행모델 등에 따라 어떤 자료수집방법을 활용할 것인지는 연구자의 선

택이며, 이는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선택한 방법에 따라 분석방법이 결정되

며, 실행연구를 위한 특별한 분석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실행연구는 전통적인 연구와 다른 형

태이므로, 다른 평가기준이 필요하며, 지나친 학술성 보다는 실용성, 현실성에 초점을 두는 글쓰기가 

중요하다(강성우 외, 2005:260~263). 이러한 점에서 실행연구는 학문적 글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

으며, 이는 현장 전문가에게 오히려 편안함을 주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행연구의 동향 및 효과 

실행연구는 Lewin(1946)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래, 특히 교육학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복

지학 연구에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비록 온라인 저널이긴 하지만, 2003년에 시

작된 Action Research(www.sagepub.com) 등3)이 있을 정도로 실행연구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Dick, 2004). 특히 참여적 실행연구, 협력적 실행연구의 활용이 돋보인다. 그러나 국내는 교육학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수업개선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참여적 혹은 협력적 

실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사회복지학에서 실행연구를 적용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어서, 제한적이지만 인접학문에서의 적용 동향, 그 의미와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서구에서는 1970~80년 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실행연구가 중요함이 제기되었고, 국은 60

년 와 70년 , 미국은 80년  이후 활성화되었다(유준호 외, 2006). 미권연구들은 주로 비판적이고 

해방적인 관점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는 실행연구의 현실에 한 비판과 개선이라는 측면

이 강조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 90년 에 와서 기존 현장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서 실행연구의 중요성을 부각해왔다. 주로, 교과교육, 교육과정 연구자에게 관찰되며, 일부는 질적 

연구자들로서 연구방법론의 하나로서 실행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실행연구의 이론적 소개에

서 나아가 일부 교육학자, 현장교사들의 연구논문, 교육 학원 논문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성열관, 

해 촉구, 체계 그 자체의 변화(혹은 조직의 바람직한 개선을 저해하는 조건들의 변화 지향)를 위한 
것으로, 연구자와 실천가는 팀으로 협동하여 동등한 책임을 공유한다. 한편, McCutcheon and 

Jung(1990)은 탐구패러다임에 따라 실증적 실행연구, 해석적 실행연구, 비판적 실행연구로 구분하기
도 한다. Reason(1994)은 참여적 탐구의 3접근으로 ①협동적 탐구 ②가장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참여적 실행연구 ③실행과학과 실행탐구로 구분한다. 이 외에도 Cassell and Johnson(2006)은 실험
적 실행연구, 귀납적 실행연구, 참여적 실행연구, 참여적 연구, 해체적 실행연구로 구분하기도 한다.

3) 이 외에도 실행연구를 주로 다루는 Systemic Practice and Action Research(1988 창간), 

Educational Action Research(2004 창간), Participatory Learning and Action(2004 창간) 등 다수의 
저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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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특히, 유아교육학은 미국에서 실행연구가 교사교육에서 많이 활용되는 반면, 한국은 질적 연구

의 맥락에서 제안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손유진 외, 2008).      

교육학에서 실행연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의 질에 한 개선

이 화두가 되면서 이를 주도하는 교사의 전문성에 주목하 다. 그러나 부분의 교사들은 자신들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이론을 실천으로 연계하는 과정에 한 어려움을 호소하 고(하정혜, 2007),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적 안으로 실행연구가 활용된 것이다. 둘째, 실증주의에 바탕을 둔 현장연구에

서 교사연구자들이 외부연구자의 보조 혹은 자료 제공자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문제로 계속 지적

되었다(성열관, 2006). 셋째, 교육학과 실행연구의 특성이 맞물리면서 현장 변화 가능성에 한 기

로부터 실행연구의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교육학에서는 최근 교사들의 실천연

구를 중심으로 한 실행연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실행연구에 해 몇몇 연구들이 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유준호 외(2006)는 ①유아교사들

이 연구협력자(research-consultant)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지식형성을 위한 개념적, 인지적 발달이 촉

진되고 ②반성적 사고능력 신장 ③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강화 ④실행연구과정에서 자기효능감과 성취

감 강화 ⑤교수-학습실제의 긍정적 변화와 개선, 이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그 효과로 제시

하고 있다. 또한 Halton(2004)은 교사는 참여의 과정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창조하며, 자신의 개념 

및 사고의 복잡성 발달의 추구가 가능해짐을 보고한다. 이 외에도 실행연구는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에 중요한 역할(유준호 외, 2006)을 하며, 교육학 전반에서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실행연구가 

유용하게 활용된다(Elliotte, 1991). 

전문가는 실행연구를 통해 자신과 이용자의 행동에 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첫째, 변화시켜야 할 것과 변화시키지 말아야 할 것에 해 근거 있는 판단을 한다. 

둘째, 기존 지식에 새로운 정보를 결합한다. 셋째, (실패했을 때조차도) 경험을 통해 배운다. 넷째, 의

문을 제기하고 체계적으로 답을 찾는다(Fueyo and Koorland, 1997). 이러한 점에서 실행연구는 사회

복지 현장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헌신해 온 실천가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체계적이고 반성적인 시각으

로 다시 들여다보고, 개선을 위해 한 발 내딛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유아교사들에 관한 연구(손유진 외, 2008)에서는, 반성적 사고와 탐구가 기반이 되는 

실행연구의 필요성에 해서는 공감하지만, 결과에 해서는 확신을 못하 고, 그 결과에 해서도 가

시적 효과중심에 그칠 것이라는 낮은 기 가 있음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실증적인 검증위주의 현

장연구 전통에 기인(김희연, 2004, 염지숙, 2004)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행연구에 한 유아교사의 

걱정(손유진 외, 2008)으로는 연구자로서 스스로에 한 불신, 시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에 한 

여건의 불신, 과정보다는 효과성으로 판단하는 실증적 현장연구 전통에 한 불신 등이 논의되었다. 

따라서 실행연구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실행연구에 한 올바른 이해 못지않게 교육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의 변화 역시 매우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몇몇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실

행연구는 전문성 향상을 기 하는 돕는 전문직에 매우 효과적인 하나의 방법론일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에 실행연구 적용과정을 살펴보면서, 사회복지학 실행연구의 효과 및 

유용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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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매뉴얼‘ 개

발과 실행을 위해 모집․선발한 현장연구참여단 및 시범사업참여단이다. 이 연구는 각 기관의 변화 

및 개선을 지향하므로, 각 기관 및 종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 다. 따라서 비공식적 참여자 

선발 방법 보다는 공문이라는 공식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시설장 및 기관의 지원체계가 가능한 연구참

여자를 선정하 다. 구체적으로 00협회에서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에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공문을 

서면으로 발송하 으며, 기관 선정은 00협회의 협회장, 정책위원장, 본 연구진 등이 참여하여 각 기관

의 개별적 상황 및 기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최종 연구참여자를 선정하 다. 이러한 공식적 

선발과정을 통하여 현장연구참여단은 총 20개의 기관을 선정하 으나, 1차 오리엔테이션 후 1개 기관

이 참여를 철회하여, 최종적으로 총 19개 기관의 19명으로 구성하 다. 시범사업은 이용자 참여 매뉴

얼 개발 프로젝트 종료 후 최종보고회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범사업기관 선정 역시 기관 공

문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사업을 공모함으로 시작하 다. 초기 연구자는 호응도가 낮으리라고 

예상하여 3~4개의 기관을 상으로 집중적인 수퍼비젼을 통해 매뉴얼을 적용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

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여러 기관들이 응모하여, 이중 8개 기관을 선정하고, 1개 기관은 관찰

자 자격(기관의 열의)으로 총 9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 다. 사업기관이 증가하면서 집단 수퍼

비젼과 개별 온라인 수퍼비젼 등의 과정을 통해 매뉴얼을 수정․보완하 고, 2009년 5월 6일 시범사

업발표회를 개최하 다4). 시범사업참여단은 현장연구참여단으로 활동했던 기관 5개소, 신규기관 4개

소(관찰기관 1개소 포함)로 구성되어 있고, 각 기관별 시범사업 팀이 구성되어 총 참여자는 45명이었

다. 따라서 질적 자료 분석은 45명의 자료를 상으로 하 고, 양적 분석은 45명의 참여자 중 실험 및 

통제집단의 설문이 정확하게 작성된 27명을 상으로 하 다. 

2) 자료수집 과정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자료의 구축과 관련된 연구설계는 2008년 초부터 이용자참여 매뉴얼 

4) 시범사업발표회는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약 70개소 참여하 고, 200여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참
가하여 이용자 참여에 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시범사업발표회라는 형식을 취한 것은 두가
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참여자들의 수고와 노력에 해 발표할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현장 전문가
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다른 하나는 이용자 참여 운동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의 장애
인 거주시설에 이용자참여 매뉴얼을 홍보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알림으로써 다른 기관들도 시작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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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관련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장연구참여단 모집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는 2008년 5월

부터 2009년 4월까지 자료를 수집하 다. 크게 본 연구는 이용자참여매뉴얼 개발 단계와 실행 단계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행연구방법의 적용과정 설명과 효과 규명에 연구목적이 있으므로, 개발단

계는 연구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 중심’ 설명으로, 실행 단계는 실행연구의 효과 규명을 위한 ‘결

과 중심’ 설명(효과 검증)으로 나누어 제시하 다.

① 개발 단계: 장연구참여단(2008)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참여에 한 국내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현장연구참여단을 구

성하여 이용자 참여 실태 파악, 일상생활조사 등을 기초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자 참여관련 현황

을 파악하고, 현장에 적합한 매뉴얼을 개발하 다. 연구자와 현장 실무자가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전반을 수행한 전례가 없어서 초기 19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무엇으로 명명할 것인가부터 연구자

는 고민하 다. 현장과 연구라는 두가지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현장연구참여단이라고 명명하 고, 

카페 운 을 통한 개별 소통 및 3차의 워크숍을 통해 함께 이용자 참여 매뉴얼을 만들어 나갔다.  

② 실행 단계: 시범사업참여단(2009)

실행 단계는 개발된 매뉴얼의 실행․평가․확산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범사업참여단을 구

성하여 사전․사후 측정을 통한 양적 및 질적 자료를 구축하 다. 특히 실행연구의 속성상 단순히 개

발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실행․확산하기 위하여 개발된 전국의 주요 거점 4개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 및 종사자교육을 실시하 다(2008년 10월~11월). 이후 2009년 3월~5월에 시범사업을 실시하

고 발표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이용자 참여에 해 관심을 환기시키고, 장기적인 이용자 

참여 운동 및 문화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 다.

3) 양적․질적 자료의 구축과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행연구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양적․질적 연구방법을 동시에 활용하 다. 우선, 

양적 자료의 구축을 위해 본 연구는 실험 및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를 위해 ‘소진, 서비스 질, 장애에 한 태도, 이용자중심실천’5)의 척도를 활용하 다. 본 연구

에서 이와 같은 척도를 선택한 것은 이용자 참여 매뉴얼 실천 과정에서, 시범사업참여단에게 통제집

단과 다른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하고자 함이었다. 특히 구체적인 변수는 실행연구과정 자체가 종

5) 본 연구의 양적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진’ 척도는 Maslash, and 

Jackson(1981)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활용한 최혜 (1995)의 것을 활용하 다. ‘서비스의 질’ 척
도는 Berry(1988)가 개발한 “SERVQUAL"척도를 중심으로 신현석(2005)이 생활재활교사의 서비스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을 사용하 다. ‘장애인에 한 태도’ 척도는 Antunak(1982)이 개발
한 SADP를 사용하 다. ‘이용자 심실천’ 척도는 Allen 등(1995)이 개발한 가족중심실천평가척도
(FCBC)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실천가들이 내담자를 만날 때 얼마나 이용자 중심으로 
일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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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함과 동시에 이용자에 한 실천의 변화로 나타나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 다.

질적 자료의 수집은 시범사업참여단을 상으로 시범사업 종료 시점에 개방형 질문을 통한 평가서

를 작성하도록 하 다. 주요 질문은 시범사업 참여 후 종사자, 조직, 이용자 차원에서 변화는 무엇인

가? 이용자 참여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등이었다. 연구자가 이러한 방법을 

양적 방법과 함께 병행한 것은 사회복지학에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서 적확한 변수선정의 한계로 제

시되지 못할 수 있는 실행연구로 인한 변화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함이었다.

양적 자료 분석은 시범사업 참여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알

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의 사전사후 변화를 살펴보는 응

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 다. 

한편 질적 자료 분석은 시범사업참여자들이 기술한 평가서를 기초로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분석된 자료를 개방코딩 

형태로 제시하 다. 이때, 각 수집된 자료에서 도출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은 가능한 충실하게 반 함을 

원칙으로 하 다. 실행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분석방법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실행연구의 

뚜렷한 차이점은 실행에 있으며, 이를 통한 변화와 개선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검증 가능하다. 

4) 연구의 엄격성 평가 

학자들은 전통적인 연구와는 다른 평가준거를 제안한다. 우선, Whitehead(1998)는 ‘실행연구의 정

신적, 심미적, 윤리적 판단 기준에는 문자로만 표현된 권위 있는 저널의 지면에서는 그 본성상 전달이 

불가능한 멀티미디어 형식의 표현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너무 높은 수준의 기준 설정을 경계하고 있

다(강성우 외, 2005: 재인용). Tickle(1993) 역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실행연구 평가 준거 개발에 쏟

으면 연구자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도, 신중함, 개방

성, 공동의 자기반성, 용기, 성장, 숙고, 개관, 형식 등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한다. 또한, Creswell(2002)

은 실행연구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기

준을 가지고 본 연구수행과정을 평가하 다. 

첫째, 프로젝트가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쟁점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가? 본 연구는 초점 역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이용자 참여 매뉴얼 개발을 설정하고 있다. 

둘째,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는가? 본 연구는 삼각화 방법을 활용하여 장애인거주

시설의 일상생활, 이용자참여 실태, 연구참여자의 인식변화 및 질적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현상이해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 다.

셋째, 연구과정에서 다른 연구자와 협동하 는가? 모든 협력자들을 존중하 는가? 본 연구는 연구

진을 학계와 현장전문가로 구성하고, 공식적 선발과정을 통해, 현장연구참여단과 시범사업참여단을 

선정하 다. 본 연구진, 현장연구참여단 및 시범사업참여단, 그리고 00협회가 중심이 되어, 상호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 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결과보고에 협력자들과 서로 존중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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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하 다. 이를 통해 연구진이 결정한 로 연구가 진행되기 보다는 공동협력체계의 상시 모임을 

통해 연구설계를 유연하게 변화시키며 함께 만들어나가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점검하는 나선형 구조

로 연구를 실시하 다. 

넷째, 연구자가 제시한 실행계획은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계획된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지

면의 한계로 실행계획을 간략히 소개하고,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된 매뉴얼에는 현장

연구참여단과의 상호협력체계로부터 철저히 현장에 기초하며, 연구진의 이론적 맥락에 한 고찰 및 

적용 과정에 기반한 다차원의 참여 활성화방안을 계획, 제시하 다.

다섯째, 실행계획이 전문가로서 연구자의 성찰에 기여했다는 근거가 있는가? 연구자가 실행연구의 

유용성에 한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는 실행연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경험하는 압도적인 경험 

중의 하나이다. 연구참여자 뿐 아니라 연구자 역시 실행계획을 통해 본 연구를 반성하고, 다시 계획하

고, 연구하는 나선형 순환구조를 반복하 다.

여섯째, 연구를 통해 힘을 얻고, 변화와 새로운 이해로 참여자의 삶이 고양되었는가? 본 연구결과

의 종사자 변화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실행연구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는 변화와 새로운 이해로 나

아가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발표회 등을 통해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연구자와 연

구참여자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체계, 서로의 노력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참여자들 사이에 소통의 기

회를 마련하 다. 

일곱째, 실제로 실행연구가 변화를 낳았는가? 또는 문제에 한 해결책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었

는가? 본 연구에서 실행연구과정은 이용자, 기관, 조직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본다(표

1~5). 이 변화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시작되어, 각 기관으로, 그리고 00협회를 통해 전국의 장애인거주

시설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용자들에게 실행연구가 보고 되었는가? 자료수집과정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개발단계의 결과인 이용자 참여 매뉴얼은 전국주요도시를 순회하며 본 연구진이 교육, 설명

회를 실시하 고, 실행단계에서는 시범사업발표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상으로 보

고하 다. 참고로 이 발표회에는 00기관의 200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참여(00협회에서는 최근에 가장 

높은 참여율이라고 함)하 고, 장애관련 중매체의 기사 등으로 실행연구의 과정 및 성과를 홍보하

다.  

4. 사회복지학에서의 실행연구과정 및 효과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이용자 참여 매뉴얼 개발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실행연구의 과정은 학자마다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Mills(2000)의 변증법적 나선형 

모형에 근거하여 실시하 다. 이 모형은 초점 역 확정, 자료수집, 분석과 해석, 실행계획 수립의 순환

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실행연구과정에 한 이해를 높이고자 각 단계별로 연구 수행 내용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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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변증법  나선형 실행연구 모형(Mills, 2000:20)

1) 초점영역 확정

초점 역은 실천에 초점을 두면서도 연구자의 통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연구자가 열정을 느낄

만하고 변화 혹은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Sagor, 2000). 이 연구에서의 초점 역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이용자 참여 방안’ 이었고,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 참여 활성

화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용자 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미비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 참여 실태가 명확하지 않았

으므로, 이에 한 탐색적 연구 문제가 선정되었다. 첫째,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일상생활(일상적 삶)

의 모습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 참여 실태는 어떠한가? 어떠한 역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 참여가 어려운 역은 무엇인가? 셋째,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및 방안은 무엇인가? 넷째, 이 모든 연구과정에서 종사자의 인식은 변화하는

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종사자의 실천에 향을 주는가? 궁극적으로 이 실행연구 과정을 통해 현

장은 변화하고,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등이다.

2) 자료수집

(1) 예비조사 및 관련 문헌고찰

거주시설에서의 오랜 관행을 다른 시각으로 관찰하고, 그 안에서 이용자 참여가 충분하지 않은 

역을 발견해내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용자 참여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

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용자 참여를 허용 혹은 제도화할 것인지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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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이용자 참여는 법적, 제도적 지원요소부터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장

기적, 점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시점부터 무엇에 초점을 두고 시작하여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용자 참여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면서, 연구자는 이용자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종사자의 생각(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모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장소이므로, 더욱 실천가의 향이 크다. 따라서 종사자를 진정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는 연구진이 일방적으로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형태가 아닌, 현장과 함께하는 형태의 연구방법

의 적용 필요성이 더욱 배가되었다. 즉, 장애인 거주시설의 변화를 촉발하고, 장애인의 권리가 구현되

는 실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히 현장으로부터 올라오는 지식에 기반한 연구, 그리고 실천가

들과 함께 하는 형태의 연구방법이 절실하 다. 이에 연구자는 참여적 실행연구방법을 생각하게 되었

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천가들의 참여와 이들의 인식 변화를 좀 더 구체화된 연구 질문으로 

갖게 되었다. 이를 위해 현장연구참여단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실행연구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참여적 실행연구방법을 선택한 것은, Kemmis and McTaggart(2000)이 제시한 

참여적 실행연구의 특성6) 때문이다. 이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를 단순히 참여시킴으로서 현

장 착형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과정으로서 장애인 거주

시설에 이용자 참여 운동 및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며, 실용적이고 협동적 과정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반성하며 오래된 관행을 바꾸고자 했으므로, 참여적 실행연구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뉴얼 개발을 위한 개념적 틀7)이 설정되었다. 

(2) 다양한 형태의 자료수집: 삼각화(triangulation)

본 연구는 여러 개의 연구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자료 수집방법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 참여와 관련된 현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부터, 연구참여자와의 상호의견교환

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하 다. 따라서 자료수집 과정 자체가 연구참여

자들에게 이용자 참여에 한 학습 기회가 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스스로의 인식을 점검하고, 반성

하고, 변화된 실천을 실험해보는 등의 다양한 기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다. 즉, 실행연구에서 자

료수집은 변화 가능한 유연한 하나의 과정으로 기능하며, 자료수집 과정 자체가 스스로의 실천현장을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6) 참여적 실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참여적 실행연구는 그 자체가 사회적 과정이며, 

‘참여적’이고, 실용적이며 협동적이다. 둘째, 참여적 실행연구는 해방적이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발
전과 결정권의 가능성을 막는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불공정하고 불만족스러운 사회적 구조를 
간파하고, 스스로 해방하도록 돕는다. 셋째, 참여적 실행연구는 비판적, 순환적․반성적이며, 이론과 
관행을 모두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7) 개념적 틀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과정을 5가지 역(입소과정,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실
행과정, 서비스과정 참여와 이의 제기, 퇴소결정 및 계획)으로 크게 구분하고, 각각의 하위요인에 
해 이용자 참여 활성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 개념적 틀을 서
비스 과정으로 선정한 것은 현장실천가들의 적용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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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실행연구에서 자료수집 방법은 자신의 실천을 이해하고, 적절하고 수집하기 쉬운 자료

를 모으려는 열망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접근법을 취한다.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특별한 비법은 없

다.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어떠한 자료가 좋은지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강성우 외, 2005:99). 따라서 자료수집과정에서 연구자의 생각은 계속 진화한다. 이것이 

바로 실행연구의 속성이다. 실행연구는 아주 친숙하면서도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종종 우연히 개입

하는 속성을 갖는다. 즉, 실행연구과정은 나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연구과정에서 실행연구

계획을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 이에 해 Lytle(1997)는 실행연구는 '기가 막히게 힘든' 분야이다. 

일단 연구를 시작하면, 앞으로 어디서 끝내야할지 알 수가 없다. 실행연구는 다른 문제해결과정처럼 

과정 내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처해야 하는 끊임없는 창의적 활동이다. 실행연구조사의 계획단계에

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진짜 탐구 초점에 한 암시일 뿐이거나 주변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

다. 연구과정의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방법론에 한 학습자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태도야말로 연구를 완수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실행연구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 바로 연구과정에서 연구자의 지속적 

성찰이다(강성우 외. 2005:184).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는 의식적으로 ‘멈추어’ 자신이 주목하는 것과 제

외하고 있는 것에 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연구자의 지

속적인 반성적 성찰과 인내가 전제되어야 함을 늘 기억해야 한다. 실행연구는 정말 시간이 필요하다! 

① 일상생활시간조사

일상생활시간 조사 방법은 너무 익숙해서 모든 것이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장애인거주

시설의 종사자들이 ‘일상적인 것을 찾아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눈’으로(강성우 외, 2005:110)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참여라는 키

워드를 가지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일상생활에서 두드러진 점이나 불합리한 점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자 참여를 ‘자율적 선택’과 ‘동등한 관계’8)의 측면에서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 다. 조사 상은 

현장연구참여단이 근무하는 장애인거주시설 19개의 이용자로서 장애정도별로 경증 이용자 1명, 중증 

이용자 1명, 최중증 이용자 1명, 총 3명을 상으로 하 다. 조사방법으로는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이

용자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았다. 생활시간 조사 자료는 시간일기(Time Diary) 방법에 의해 정보가 

수집되는 것으로 응답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직접 24시간 동안 행한 활동을 기입하는 방법이다. 조사

기간은 2008년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루어졌고, 연구참여자와 생활재활교사에 의해 이용자들의 

일상생활 행동이 기록되어졌다. 시간일기의 작성일은 평일 중 하루와 주말 하루를 합쳐 총 2일을 기

재하도록 하 고, 2일 동안에 이용자가 기상한 시간부터 취침한 시간까지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여 이

용자의 행동과 이용자와 사회복지사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최 한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

8) 자율적 선택은 사사로운 일상적인 상황이나(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떤 옷을 입은 것인지) 인생에 있
어서 중요한 상황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동등한 관계는 이용자 참여를 위한 기본 전제로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
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이용자의 참여시 서비스 제공자의 가정 및 행동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김미옥 외, 2006) 파트너십과 동등한 권력, 이용자와의 신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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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간일기를 통한 일상생활기록은 그날의 24시간이 모두 보고 되며 모든 인간의 행동이 포착되고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Robinson and Godbey, 1999). 이러한 시간일기의 작성은 평균적인 생활방식

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

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박수미, 2007). 따라서 시설에서의 시간일기 작성을 통해 시설장애인들의 하루 

일과와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홀히 지나칠 수 

있었던 이용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참여정도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부분의 현장연구참여단은 이 조사과정 자체가 이용자와 거주시설의 일상

을 다시 들여다보는 매우 뜻 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보고하 다.

② 서베이 조사: 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장연구참여단 

이용자 참여와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작성된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과정’에 관한 개념 틀을 

기초로, 설문지를 개발하고,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를 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 다. 

이 조사는 첫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입소부터 서비스 과정 등에 이르는 역별 참여 실태를 

중요도와 적용도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자 참여의 인식과 실천의 차이를 살

펴보고자 한 것이다. 또한 둘째, 현장연구참여단을 통하여 서비스과정의 중요도, 우선도, 난이도, 현재

수준, 기 수준을 조사하여 거주시설 이용자 참여와 관련한 다차원의 분석을 시도하 다. 현장연구참

여단을 통한 조사는 사례수가 적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현장연구참여에 따른 인

식의 차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현실 이해 등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이었다.

③ 장연구참여단의 인식변화조사

본 연구는 이러한 실행연구과정 참여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현장연구참여단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유사한 배경을 가진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사전․사후의 변

화정도를 조사하 다. 1차 사전․사후검사는 현장연구참여단의 활동이 시작된 5월을 사전으로, 활동

이 종료된 8월을 사후로 측정하 다. 조사도구는 소진, 장애인에 한 태도, 이용자 권리에 한 생각, 

서비스 질 등이었다. 현재는 양적 자료를 수집 완료한 상태로 향후, 현장연구참여단 중 몇 분을 선정

하여 ‘현장연구 참여 경험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심층인터뷰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④ 시범사업참여단의 효과조사

2009년에 실시된 이용자 참여시범사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시범사업 참여단을 실험집단으로(유

사한 배경을 가진 종사자들로 통제집단 구성) 구성하여 사전 및 사후에 시범사업의 참여 효과성을 살

펴보았다. 이를 위해, 소진, 서비스 질, 이용자중심실천 등에 해 양적 조사도구를 활용한 조사를 실

시하 고, 시범사업 참여 후 변화에 한 질적 평가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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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 범주 범주

우물 안 개구리임을 깨달음, 열의에 찬 선생님들을 보고 부끄러움, 이용자의 

욕구에 무 심했음을 느끼고 깨달음, 거주인들에게 기 치가 낮음, 거주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알아서 해

부끄러움

스스로를

점검하고

반성함

 스스로를 반성함, 이용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종사자가 편한 로 한 부분을  

 반성함, 되새김질함, 나의 일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됨, 나 스스로의 실천  

 에 해 반성함, 스스로의 실천을 계속 반성함, 우리가 이용자의 욕구를 가두  

 지 않나 반성함, 일방 인 과거의 지원을 반성함, 좀 더 고민할 수 있게 됨,   

 직원의 기본자세에 한 검이 지속되어야 함, 일상 이고 무의식 인 직원  

 의 태도를 반성하는 기회가 됨, 일상 인 직업이나 일로서가 아닌 거주인들과  

 함께 하는 의식의 회복, 서로 의견을 공유함이 도움이 됨

스스로를 반

성하는 계기

가 됨

서비스의 소비자우선주의 개념이 확고해짐, 이념을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내

는 환이 됨

이념이 실천

으로 전환됨

이 념 이 

실천으로 

전환됨

거주인의 생각이 우선임, 거주인에게 한번 더 의사를 물어 , 이용자 입장에

서 찰하고 생각하는 변화를 느낌, 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게 됨, 아이들

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함,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 이용자의 의견을 충

분히 듣고 수렴함, 이용자의 입장을 생각함, 이용자의 입장에서 지원을 다짐

함,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됨,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함, 

이용자의 입장에서 바라 , 이용자의 입장을 먼  생각하게 됨, 이용자의 입

장에서 해야 함이 요함을 알게 됨,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함,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됨

이용자

중심실천

을 하게

됨

3) 자료분석과 해석: 시범사업참여단의 경험과 효과9)

(1) 질적 분석: 종사자가 인식하는 ‘종사자․이용자․기관’의 변화10)

시범사업 참여 경험을 통해 나타난 변화는 종사자, 이용자, 기관으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표 1]

의 종사자 변화에서는 시범사업 참여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서비스 과정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반

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떻게 이념을 실천해야 할지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그 방법론을 찾는 계기

가 되었음을 제시하 다. 또한 가장 많은 변화로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시각이 달라

지고, 이용자 권리에 관심을 가지며, 욕구에 민감해지는 등 이용자중심실천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하

다. 이 외에도 효과적인 실천방법을 고민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다른 종사자에게도 

이용자 참여에 해 알리고 싶음을 제기하 다.  

 <표 1>  시범사업 참여 후의 종사자(시범사업참여단) 변화

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에서의 실행연구과정과 그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므
로, 이용자참여매뉴얼 개발단계의 자료 분석은 생략하고, 실행연구과정에서의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그 효과를 간략하게 분석하 다. 

10) 이 분석을 한 후, 연구자 스스로 정말 놀랐다. 연구진행과정에서 계속 연구참여자와 상호협력하면
서 그들이 변화와 도전의 과정에 있음을 감지하긴 했지만, 실제 분석결과(표1)와 같은 결과가 나오
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예상보다 더 반성하고, 고민하고. 임파워되어 있
었다. 이는 연구자에게 환류되어 연구자를 임파워하는 동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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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에서 바라보는 노력이 생김

 거주인을 보는 시각이 넓고 다양해짐, 거주인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됨,     

 거주인들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 거주인들에게도 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 수동  존재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능동 , 권리의 주체로    

 생각이 바뀜, 이용자에 한 생각이 바뀜, 거주인을 새로이 발견함, 내가 생각    

 했던 것보다 표 이 다양함, 이용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함, 이용자의 입     

 장을 한번 더 생각함, 이용자의 한계보다는 장 이나 능력 등 정 인 부분     

 의 강화를 더 고려하게 됨, 이용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 바뀜, 찰자가 아닌  

 그들의 목소리를 먼  듣는 습 이 생김, 알고 있으리라는 편견을 버리게 됨

 이용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짐

이용자의 권리에 해 한번 더 생각하게 됨, 장애인 인권을 다시 한번 생각

함, 책임감과 거주인의 인권을 더 많이 생각함

이용자의 

권리를 

생각함

이용자의 욕구 악을 해 노력하게 됨, 이용자의 욕구에 심을 갖게 됨,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심을 가지게 됨

이용자의 

욕구에 관심

을 갖게 됨

이용자 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함, 이용자를 먼  생각하고 실천하고

자 함, 이용자 참여 선택의 안경을 쓰고 보려고 노력함, 이용자가 자발 으로 

선택하는 안내자 역할로 변화함, 일상의 작은 부분도 거주인의 의사를 물어

보게 됨

이용자를 먼

저 생각하고 

실천하게 됨

이용자 참여의 요성에 하여 느끼게 되는 것 같음, 이용자의 참여가 요

함을 깨달음, 이용자 참여를 왜 해야 하는지 알게 됨

이용자 참여

의 중요성을 

알게 됨

 이용자 참여를 한 구체 인 방안  도구를 고민함, 다양한 도구의 활용이  

 필요함, 실 가능한 방법을 먼  찾아보게 됨, 이용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에 해 고민함, 거주인의 참여방법을 생각하게 됨, 이용자 참여의 의미   

 를 깊이 생각함, 참여활성화를 한 실천기술이 정교해질 필요성이 있음,    

 근 방식을 고민함, 참여 활성화를 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함, 거주인의 능력  

 향상을 한 기술을 배워야함, 이해하기 용이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함

 구체적인 방법 

 과 도구를 

 고민함
효과적인

실천방법

모색으로

서비스 질

이 향상됨

문 이고 체계 으로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부여하게 됨, 서비스의 질

이 높아질 것으로 기 함, 이용자와의 계가 보다 좋아진 느낌, 체계화

된 정보 달이 될 것으로 기 함, 거주인의 동의가 사업에 자신감을 , 열심

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김

서비스의 질

이 높아질 것

으로 봄

다른 교사들도 변화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듦

다른 동료들

에게도 알리

고 싶음

개념 하 범주 범주

좋아함, 우받는 느낌임, 신기하고 재미있어함, 나의 의견을 선생님이 들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음, 더 많은 설명과 정보가 주어짐, 즐거워함, 새로운 

즐겁고 

신기해함

즐겁고 

신기해함

이용자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즐겁고 신기해하는 경험을 하며, 욕구표현이 다양해지고 자유로워지

고, 서비스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이용자 참여 시범사업을 매개로 하는 기관 및 종사자의 작은 시도들이 이용자의 삶에 크

고 작은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인 확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것이다. 

 

<표 2>  시범사업 참여 후의 이용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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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도구를 신기해 함, 자신의 신체사이즈를 알게 되어 좋았음, 생활 속의 

작은 변화(스티커, 사진 활용 등)에도 거주인들이 폭발 인 반응을 보임

자신의 권리  의사표 을 확실하게 얘기함, 자신의 의견을 표 하는 분

기가 조성됨,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게 됨, 의사표 이 확실해짐, 자신의 개성

을 표 하게 됨,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함, 의사표 이 많아짐, 자신의 

욕구를 표 할 수 있게 됨, 시설의 오랜 습 과 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함, 

욕구표 이 자유로워짐, 표 력이 증가함, 자기주장이 강해짐. 자기의견을 주

장할 수 있게 됨

욕구표현이

자유로워지고

강해짐
욕구표현

이 달라짐

의사표  방법이 다양해짐, 욕구 표 이 다양해지고 강해짐
욕구표현이 

다양해짐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하려고 노력함, 극 이고 자발 으로 사업에 참여함, 

극 으로 참여함, 참여가 활발해지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 질문횟수가 

늘음, 거주인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자각함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 적극적인 

참여 및 

권리에 대

해 알게 

됨

선택능력이 향상됨, 자신감이 생김, 선택할 수 있음을 알게 됨, 역량 강화됨, 

다른 거주인과 계형성이 좋아짐, 새로운 경험을 함, 선택과 참여기회가 확

됨 

선택과 참여

기회가 많아

짐

권리에 한 인식이 생김,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기 삶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행동하기 시작함, 서비스를 선택, 요구할 수 있게 됨, 삶의 주체의식이 생김

권리의식이 

생김

개념 하 범주 범주

아직 큰 변화는 없음, 비참여직원들이 사업 확 를 걱정함 걱정됨
변화가 

두려움

인권에 한 심이 높아짐, 인권에 해 생각함, 인권에 한 심이 커짐, 

기  내 직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  거주인의 권리의식 향상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짐

인권, 이용

자 중심

생각을 

하게 됨

거주인들에 한 배려가 증가함, 거주인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려고 함, 거

주인 심으로 생각하려고 함, 거주인 주로 사업이 진행하는 동기가 됨, 

이용자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고 반성하게 됨, 거주인 심 지원으로 인식

환의 기회가 됨, 거주인의 참여가 확 됨

이용자 중심으

로 생각함

서비스 제공자의 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함, 인식개선을 한 움직임이 조

씩 보임, 참여하지 못한 타기 에게 하고 싶음

종사자의 생각

(의식)이 바뀜

조직분 기 환기됨, 변화에 동참하려고 함, 차 변화할 것으로 기 함, 기

체로 조 씩 확산됨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임

기관의 

방향이 

조금 

변화함

극 으로 변화함, 환경 인 작은 변화를 시도함 변화를 시도함

시범사업 참여가 변화기회가 됨, 이용자 참여 련해 기  자체 으로 검 

기회가 됨, 거주인 심 조직으로의 변화필요성을 느낌 

점검 및 변화 

기회가 됨

직원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됨, 종사자의 마인드 변화, 이용자 참여에 심이 

생김, 종사자들에 한 교육이 강화됨, 역량 강화됨

종사자 교육이 

강화됨

기 운 의 방향성, 단기  발 과제 설계를 시작함, 문 이고 체계  

운 을 고민함, 장애계의 변화 흐름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게 됨, 향후 확

용을 비 임, 참여의 요성을 인식함, 해야 될 것이 많음을 알게 됨

기관의 방향을 

재설정하려고 

함

시범사업 참여 후의 기관 변화는 변화가 두려우면서도 이용자, 인권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는 이중

성이 분석되었다. 그 결과로 점차 종사자가 교육 강화, 기관의 방향 재설정 등을 통해 그 변화가 확산

될 것으로 기 하고 있었다. 

<표 3>  시범사업 참여 후의 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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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적 분석: 종사자의 ‘소진, 서비스 질, 장애에 대한 태도, 이용자중심실천’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시범사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소진, 서비스 질, 장애에 한 태도, 이용자 중심 실

천’ 척도를 활용하여 시범사업 사전․사후 변화정도를 측정하 다. 이러한 효과가 시범사업 참여로 인

한 효과인지를 알아보고자, 시범사업참여단과 같은 기관의 유사한 배경을 가진 종사자를 통제집단으

로 구성하여 동일하게 사전, 사후 값을 측정하 으며, 여기에서는 비참여집단으로 명명하여 제시하

다. 

<표 4>  참여자들의 일반  사항

(단위: 명, %)

항목
(N) 구분

빈도(%)
X2(p) 항목

(N) 구분
빈도(%)

X2(p)
참여 비참여 참여 비참여

성별
(26/26)

남 7(26.9) 9(34.6) .155
(.694)

연령
(26/27)

30세미만 17(65.4) 16(59.3)

181.64
(.45)

여 19(73.1) 17(65.4)
30세
이상~
40세미만

7(26.9) 8(29.6)결혼
상태
(26/27)

미혼 20(76.9) 19(70.4)
1.354
(.245)결혼 6(23.1) 8(29.6) 40세이상 2(7.7) 3(11.11)

학력
(27/27)

고졸
이하 1(3.7) 2(7.4)

1.864
(.932)

자격증
(27/24)

사회복지
사 1 11(40.7) 2(7.4)

6.43
(.38)

문
졸 17(63.0) 15(55.6) 사회복지

사 2 14(51.9) 17(63.0)

학
이상 9(33.3) 10(37.0) 없음 2(7.4) 5(18.5)

  *p<.05, **p<.01

원래 시범사업단에는 45명이 참석하 으나, 이중 통제집단 측정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 

사전․사후 평가가 불명확한 기관 등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는 27명의 자료만을 활용하 다. 양적 

분석을 위해 사전․사후 변화를 실시한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의 일반적 사항은 <표 4>와 같다.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두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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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범사업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의 변화량 비교

(단위: 명, 점)

역 집단(N)
평균(표 편차) 사 -사후

변화량
t값

사 사후

소진
참여집단(26) 3.22(.64) 3.01(.48) -.20(.46)

-1.467
비참여집단(26) 3.37(.87) 3.37(.90) -.01(.44)

서비스 질
참여집단(26) 3.69(.40) 3.91(.33) .23(.38)

1.182
비참여집단(26) 3.76(.37) 3.85(.66) .09(.48)

장애에 한 태도
참여집단(26) 4.67(.50) 4.73(.54) .10(.33)

2.146*
비참여집단(26) 4.62(.47) 4.51(.57) -.11(.43)

이용자 심 실천
참여집단(26) 3.57(.35) 3.83(.43) .25(.42)

3.193**
비참여집단(26) 3.71(.36) 3.69(.45) -.03(.36)

 *p<.05, **p<.01

시범사업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의 사전 및 사후 평균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장애에 한 태도, 이

용자 중심 실천의 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이는 시범사업이 참여자에게 장애에 

한 태도를 변화시키며, 이용자 중심 실천을 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서비스의 질 역시 비참여집단에 비해 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음이 관찰된다. 

시범사업이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수행된 것이어서, 향후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본다.특히, 이용자중심실천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시범사업 

참여가 비참여집단에 비해 이용자 중심 실천의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3) 질적․양적분석에 대한 종합 논의

위의 질적, 양적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용자참여시범사업은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도 불구

하고, 종사자, 이용자, 조직 차원에서 매우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범사업에 

참여한 종사자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장애인복지의 이념을 실천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생각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이용자에 한 생각의 전환으로 이용자 중심 실천을 하

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적 분석에서도 지지되어, 시범사업이 참여집단의 장애에 

한 태도, 이용자중심실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이용자

중심실천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용자참여시범사업이 이용자중심

실천으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되었음이 밝혀졌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이용자 참여 매뉴얼의 

실천과정이 장애인에 한 종사자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용자중심실천을 하며, 장기적으로 장애인거

주시설의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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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변화를 위한 실행계획

실행계획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답하는 과정이다(강성우 외, 

2005:233).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 참여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

(법적․제도적 차원, 기관․조직 차원, 서비스제공자 차원, 이용자 차원)에서 단계적 혹은 점진적 방

안이 실행되어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11). 

실행계획을 세울 때는 연구자의 반성이 매우 중요하다(강성우 외, 2005:220). 효과적인 반성을 위

해서 실행효과에서 의도된 것과 의도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실천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무엇

인가? 등을 연구자 스스로 질문해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는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학

습에의 강한 열망, 그리고 변화의지가 있음을 절감하 다. ‘어떻게, 무엇을’에 한 답이 없어서 망설

여질 뿐, 기회와 여건만 허락된다면 배움을 기초로 자신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보다 이용

자에게 도움이 되는 실천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다. 다만 이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등

에 한 제한된 기회가 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실행연구과정에서 종사자의 이러한 열정과 뜨

거운 참여의식, 변화야말로 가장 의도하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흥분되는 연구결

과 중 하나 다.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연구에서 시작은 현장적합성이 높은 이용자참여매뉴

얼 개발이었으나, 그 결과는 종사자의 반성적 실천, 이용자중심실천으로의 변화라는 기 하지 않았던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5. 사회복지학 실행연구의 유용성: 왜 실행연구인가?  

위에서 필자는 사회복지학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실행연구가 논의되어야 하는지, 실행연구방법이

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용자참여연구를 일 사례로 그 수행과정 및 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하 다12). 다

른 연구방법이 아닌 실행연구를 적용함으로써 나타난 본 연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행연구

의 특성에 따라 현장의 종사자들이 연구자와 협력하여 함께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현장 연계성이 높

아졌다. 그러나 이는 부분의 매뉴얼 개발이 현장성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실행연구를 통한 독특한 

산출물로 보기에는 어렵다. 둘째,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연구과정에서 위계적이 아닌 협력적 파트너

쉽을 통해 연구결과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셋째, 연구과정 자체가 곧 실행과정이므로, 연구참여를 통해 연구자 및 참여자 모두 

일상에 한 반성적 사고가 촉구된다. 연구자는 스스로의 연구 및 현장에 해, 연구참여자는 매일의 

11) 구체적 실행계획 및 안은 김미옥 외(2008) 연구를 참고하라.

12) 이 글은 사회복지학에서 실행연구가 아직 활발히 도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필자의 실행연구경험
을 하나의 예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실행연구가 이러한 모습이리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실행연구는 매우 다양한 모델과 적용 방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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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업무에 해 반성하고 보다 나은 변화와 개선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표1~5 참조). 마지막

으로, 참여적 실행연구 과정을 통해 단순히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과정으로 

비판적⋅반성적인 현실인식을 통해 관행을 바꾸고자 하는 순환적 움직임이 나타난다. 현재 00협회를 

중심으로 이용자참여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시범사업참여기관 중 일부는 각 기관 

상황에 맞는 후속 연구를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지속하고 있다. 몇몇 기관은 연중 사업계획에 포함하

여, 본 연구참여자 뿐 아니라 기관 직원들이 함께 매뉴얼을 연구하고 있다. 시작은 참여적 실행연구로 

연구자와 협력체계 으나, 현재는 현장전문가가 중심이 된 기관별 실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 이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향후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제로 활

용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실행연구가 갖는 최고의 특성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실행연구의 수행경험을 기초로 사회복지학에서 실행연구의 유용성에 해 몇 가지 논

의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행연구는 ‘연구과정 자체가 변화의 기제’로 활용되도록 해준다. 양

적이든 질적이든 어떠한 연구방법이든 간에 모두 그 연구방법의 특성에 따른 기여점이 다르다. 'Many 

ways of knowing'! 그야말로 앎에는 그 앎을 가장 깊고 넓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게 마련이

다. 실행연구도 이 연구방법만의 특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연구과정이 곧 성

찰과 탐구의 과정이면서 실천의 개선에 관심을 갖는 점이다. 실행연구가는 자신의 현장을 반성하는 

성찰적 전문가로, 이를 통해 실천현장은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와 개선을 향한 진전을 경험할 

수 있다(Ray, 1975: Squire, 1999).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이 중요한 사회복지학에 있어 실

행연구는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둘째, 실행연구는 연구와 실천현장의 간극을 최소화 시켜준다. 실행연구는 현장에 기초한 연구이기

에 연구를 위한 연구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따라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쟁거리 던 현장과 연구 

사이의 갭, 순환성이 부족한 이 양자 사이에 진정한 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

서 정말 필요한, 그렇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러한 주제들을 현장과 연구자가 협력해 

함께 만들어 내고, 개발해 나갈 수 있다. 진정한 성찰과 탐구는 예기치 않은 다양한 협력관계를 만들

어준다. 이러한 협력관계 안에서 서로 진지한 화를 하게 되고, 이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

적·정서적 삶의 질을 고양시켜 주기도 한다(김희연, 2004, 손유진 외, 2008). 예컨데, 장애인거주시설

에서 지적장애인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늘 중요함이 강조되면서도 난제 중의 난제 다. 이번 시

범사업단을 운 하면서,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진과 동 상 등 여러 매체들의 활용을 통해 의

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의사소통도구가 필요함을 역설

했지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당위론적 논의만 되풀이했고, 현장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시작점을 찾지 못했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계기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시

작해보니, 늘 클라이언트와 마주치며 그들에 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고민한 바로 그 자신들이 

가장 잘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이 과정에 연구자는 수퍼비젼이라는 이름

으로 방향 제시와 격려, 지지 등을 했을 뿐이다. 실행연구는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현장에서 

정말 필요했지만 도무지 연구되지 못했던 그 어떤 주제들에 한 안도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

다. 그래서 현장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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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실행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반성적인 하나의 과정으로서 반성적 사고와 실천을 촉

구해준다. 실제로 반성적 성찰을 통한 실천은 교수개선에 긍정적 향을 준다(염지숙, 2004). 이진화

(2004)는 실행연구가 기존의 연구방법과 달리 전문가로 하여금 단순한 기술적(technical)인 반성적 사

고로부터 비판적(critical) 반성적 사고로 전환 계기를 마련함을 제시한다. 앞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

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참여 자체만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실천 경험을 반성하며, 이용자 중심

으로 되돌아가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복지사 자신이 실천의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점에서, 이점이야말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유용성 중 하나이다. 특히 

협력적 실행연구를 수행할 경우, 학계와 현장 전문가가 동료연구자가 되는 경우, 전문가들은 반성적 

탐구를 통해 실천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교수나 연구자들에게는 '현실에 한 검토(reality 

check)'를 가능하게 해준다(성열관, 2006).  

넷째, 실행연구는 실천가의 역량을 단순한 전달자에서 개발자로 강화해준다. 실행연구는 생생한 경

험에 근거하여, 단순히 연구하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세상을 보고 이론화시키는 새로운 방식

을 개발하며, 연구가 실행된 그 자리에 새로운 토 를 만들어나간다. 따라서 실행연구는 사회복지사를 

단순히 정책의 전달자 혹은 실행자로부터 그와 같은 정책의 형성에 향을 주거나 지식을 창조하는 

자로(염지숙, 2004), 이론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소비자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생산해내는 능

동적인 생산자(Henderson, 1996: Prawat, 1992)로 변화시킨다. 이를 Bradbury and Reason(2003)은 

사회복지사의 practice-scholarship repertoire라고 명명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현장

의 욕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실행연구는 사회복지사가 단순히 개발된 정책을 전달하는 

위치로부터 클라이언트 욕구에 민감한 정책을 창안하고, 비판하며, 개선하는 자로 역할을 이동시켜 준

다. 따라서 실행연구는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하나의 기제로서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실행연구는 연구자에게 현장에 한 뜨거움을 회복시켜준다. 모든 연구자들은 아마도, 자신

의 연구가 학문적으로나 실천적 혹은 정책적으로 진정한 도움이 되기를 꿈꿀 것이다. 필자 역시 늘 

나의 연구가 그 누군가에게, 어느 현장에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실행연구에는 다양

한 모델들이 있다. 위에서 필자가 제시한 연구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적용 형태들이 가능하다. 그 형태

가 무엇이든 간에, 실행연구과정에서 연구자는 실천현장에 한 뜨거운 마음이 되살아난다. 적어도 필

자의 경험에서 이는 압도적이다. 빠른 수행능력, 많은 실적들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에서 연구자에게 

상 적으로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종사자들과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주저되는 

일일 수도 있다. 시간투자에 비해 성과들이 양적으로 적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절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현장에 한 공감, 종사자들에 한 애정, 그리고 정말 필요한 연구를 하고 싶은 열정

을 실행연구는 연구자에게 노크한다. 이런 점에서 이 방법은 사회복지학 연구자들에게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학에서 실행연구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가 확 되어야 한다. 

실행연구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실행연구가 단한 그 어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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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중요한 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릴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장과 사회복지사가 모두 성장하고 발전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

데, 유아교육학에서는 실행연구를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현직교사프로그

램으로서 활용하기도 한다(Halton, 2004: Seider and Lemma, 2004: 유준호 외, 2006). 둘째, 사회복지

학계와 현장에서 유사관심을 가진 다양한 소집단모임의 활성화이다. 이를 통해 현장 전문가들이 자꾸 

시도해보고, 발견하고, 정리하는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이 자신의 실행 연

구에서 더 많은 통찰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의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행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축하하는 것은 전문가의 전문적 자질을 구성하는 결정적 요소로, 궁극

적으로는 전문가 문화를 활성화하고 실천가가 지녀야 할 전문성의 초점을 장인문화(craft culture)에

서 반성적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로 옮겨놓는다(강성우 외, 2005:242). 사회복지분야도 마찬가

지이다. 현장 전문가들이 스스로 자신의 실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활성화되면, 반성

적 실천가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현장과 학계의 연계 뿐 아니라 한국적 토착화된 

지식체계 구성과 전문성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필자가 소개한 실행연구 설계 형태와 유용

성 이외에도 다양한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다양한 실행연구가 시도되고, 학계와 

현장이 협력하며,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진정한 도움이 제공되는 작은 시작이 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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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ies and Application of Action Research

in Korean Social Welfare Research 

Kim, Mi-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effect and application of action research in 

Korean social welfare research and discusses utilities of action research in the 

broadening and deepening social welfare body of knowledge within Korea.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s, characteristics, and relevant literatures of action 

research. Second,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effect, meanings, and 

application of action research in Korean social welfare research with examples 

from study on development of user involvement manuals for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ird, this paper discusses utilities 

of action research in broadening and deepening social welfare knowledge body in 

Korea. In discussing the utilities, this paper maintains that action research can be 

more properly utilized for research methods to decrease the gab of research and 

social work practice. Finally, this paper highlights that 'many ways of knowing' 

exist in social science and it should be considered more sincerely in the arena of 

Korean social welfare research in order to more solidly develop the knowledge 

body of social welfare and practice in Korea.      

Key words: action research, social welfare research, user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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