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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의 네트워크 활동을 실천공동체 관점에서 보고 발달과정상의 내용을 분석하

고자 했다. 연구는 질적사례 연구방법으로 수행했으며, 연구에는 10명의 사회복지사가 참여했다. 심층

면담으로 자료를 수집했고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시한 지속적 비교방법으로 

분석했다. 

잠재기의 주요내용은 “현실타개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연대”로 분석되었다. 결합기에는 “규범적 가치

기반의 획득”이 주요내용으로 분석되었다. 성숙기에는 “연대의 강화”, “정체성의 재확인”이 있었다. 유

지기의 주요내용은 “공동체 고유이미지 구성”, “사적연대에서 공적인 연대로의 전환”으로 분석되었다. 

변형기에는 지식공유와 실천이 결합된 “혼합공동체로의 전이”가 주요내용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실천공동체, 네트워크, 질적사례연구

1. 서론

 
한국의 사회복지는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이 그러했던 것처럼 압축 성장의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이 논문은 2008년도 일본 학술진흥회 과학 연구비 조성금(기초연구A: 연구책임자: Shirasawa 

Masakazu(白澤政和), Osaka City University)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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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구미 각국의 경우 사회,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책기조가 바뀌고 이에 따른 실천방향과 접근 

구조가 마련된 후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투입되는 점진적 발전을 했지만 한국은 급격한 정책 방향 선

회와 사회적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응 전략들 중 하나가 네트워크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김지 (2007)은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마 기획사업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시

행되면서 상호조직간 네트워크에 한 민간사회복지 서비스 조직들의 관심을 촉발하 고 상호조직간 

네트워크 시 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했지만 기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 사업

은 방아쇠 역할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실천현장에서 네트워크에 한 관심은 사회복지 정책 패러

다임의 이동과 지방자치의 정착과 같은 거시적 상황 변화는 물론 사례관리 실천의 확산, 노인 장기요

양 보험제도의 실시와 같은 미시적 환경 변화와 맞물려 진전되어 왔다.

거시적 상황 변화로는 복지혼합(welfare mix)과 복지재정지방분권화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주

지하다시피 복지혼합 패러다임은 사회복지에 한 책임을 가족, 시장, 지역사회, 자원공급조직 등 다

양한 공급주체들에게 분산시키려 시도했고 특히 지역사회를 축소된 국가의 역할을 체할 유력한 공

급주체로 상정하고 있다. 또한 2005년에 시행된 사회복지재정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표면

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지만 이러한 탈중앙적 복지개편은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책임 축소와 복지재정의 

불안정성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김종해, 2004; 홍선미, 2004).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역시 네트워크 접근을 촉발시킨 미시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사회복지기관(시설) 평가에 사례관리 실천이 평가지표로 산입된 후 사례관리실천은 사회복지현장에

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의무로 자리 잡았고 특히 2008년 실시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사

례관리에 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사례관리는 전통적 실천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지만 그것

과는 구별되는 몇 가지 핵심적 특징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사례관리는 이용자, 욕구중심 관점에 기

반 하여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통합, 조정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우국

희 외, 2007; Hodge, 2005)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실천구조와 환경변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유발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철저한 자기

책임 하에 축소된 복지자원을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충당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이용자들의 욕구에 효

율적으로 응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이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귀결로 지역사회 복지 운  주체들은 

제한된 자원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연

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네트워

크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실천은 필요한 자원과 정보의 교환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운 이라는 당면목표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접근은 지역사회 복지기관(시설)간의 자원독점 

경쟁과 낭비를 방지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김경혜, 1999; 유태균ㆍ김자옥, 2001).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와 네트워크 실천이 결합되면 뇌졸중 노인들을 비롯한 장기보호 클라이언트들의 재활과 가족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고(Black, 2007), HIV 보균 클라이언트(Husbands et al., 2007),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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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청소년들의 비행방지에도 효과가 있다(Arnold et al., 2007)고 보고되었다. 

상기와 같은 네트워크 접근의 시의성과 유용성은 많은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초기의 

접근이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한 논의(김경혜, 1996; 조애저 외, 1996; 

정순둘, 1997) 다면 1997년 이후에는 보다 실증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크 모델개발(김인숙외, 1997), 

민간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홍경준ㆍ백종만, 1999), 네트워크 구축과 추진 방안(이현주, 2000)과 같

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단순한 실태조사와 방향설정에 한 연구에서 벗어나 네트워

크의 조직 특성과 구조(유태균ㆍ김자옥, 2001; 홍경준, 2002; 김인숙ㆍ우아 , 2003; 김언아 외, 2007; 

유채  2006; 정순둘, 2001; 강창현, 2001; 박경숙, 2008)에 한 연구와 연계실태(김종진, 2004), 네

트워크 접근을 활용한 경험연구(홍현미라, 2006; 정수화 외, 2005), 네트워크 참여 구성원들의 인식차

이에 한 연구(송다 ㆍ김유나, 2008)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위에서 개괄한 것처럼 네트워크의 정태적 측면과 구조적 기능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의 교류와 같은 물적 요소에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결

합이며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다차원적인 목표와 지향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 

접근이 추구하는 여러 지향점들 중 연구자들은 지식개발을 포착하고 네트워크를 실천공동체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실천공동체란 공통의 관심 역을 공유한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자원과 정보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전문성과 지식을 심화시키는 사회적 연 (Wenger et al., 2002)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래 이 개념은 

제록스, 아이비엠, 쉘 등 세계적 기업들이 지식경 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도입한 후 사회 각계에 파급

효과(Saint-Onge and Wallace, 2003)를 주었고 교육학 분야에서는 일선교사들의 자발적인 전문성 개

발 방법론으로 응용되고 있다(Bathmaker and Avis, 2005; Hodkinson and Hodkinson; 2004; Sim, 

2006). 네트워크 활용을 실천공동체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지식 경 이 시 적 코드로 부각하고 사회복지계 역시 전문성 강화가 초미의 관

심사가 되었지만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지식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한 마땅한 방안이 없다. 

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보수교육 역시 여건상 용이하지가 않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7)의 실태조

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21.9%가 단 한 번의 보수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런 한국적 상황에

서 실천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지식의 개발과 지식과 정보의 공유, 교환 등은 안적 방법을 모

색 하는 데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기반의 실천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운 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그 발

달과정과 포괄적 내용을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네트워크에 한 또 다

른 이론적 관점을 도출하여 사회복지학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실천

공동체로서의 발달과정과 내용에 한 분석은 기존 네트워크의 실천적 기능을 확장, 심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경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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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실천공동체 관점

전술한 바와 같이 실천공동체 관점은 기업분야에서 지식경 을 위한 전략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천

공동체는 단순한 전문지식의 심화와 실천기술의 습득과 전수 같은 기능적 수준에 국한되어 전개된 것

은 아니다. Schlarger와 Fusco(2003)는 실천공동체의 본질을 전문가로서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해 나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집단 정체성은 혼자라는 고립감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라는 연 의 공간에서 힘

을 결집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생성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노혜련외(2008)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네트워크 관련 경험을 분석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얻은 가장 값

진 발견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힘에 한 재발견이라고 했다. 

이들의 연구는 사회복지 네트워크 실천에 있어서도 정체성의 유지, 강화가 네트워크실천공동체의 주

요 내용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천공동체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심화되는 지식은 명시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천적 지

식(practical knowledge)이고 실천공동체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지식의 습득여부에 달려 있다

(Schulman and Schulman, 2004; Barab and Duffy, 2000; Herrington, et al.,, 2006). 사회복지 전문직

의 지식이 경성과학(hard science)이 아니라 맥락을 강조하는 실천지식임을 고려할 때 실천공동체를 

통해 생성, 발달하는 지식의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천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은 자생적인 조직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경우 2006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의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 사업,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사업, 보건복지 네트워크 등과 같은 네

트워크 사업이 실시되었지만 이러한 제도적 여건 조성 이전에도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아래로 부터

의 연 를 모색하고 있었다. 우국희 외(2007)는 사례관리 실천 경험에 한 사회복지사들의 주관적 

경험 분석에서 연구에 참여한 사례관리자들은 끊임없는 고민과 자발적인 연구를 통해 토착적인 모델

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들의 보고는 비단 사례관리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사회복지

사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시 적 요구에 직면해왔고 제도적 장치 마련과 여건조성을 기다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상황변화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네트워크 결성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실천공동체가 아래로 부터의 자생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장의 급박성과 제도의 미비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교사들의 실천공동체를 연구한 외국의 문헌들은 변화한 현실에 맞춰 구태를 개

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제도적 여건 마련을 기다릴 수가 없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결

성하고 이를 실천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간다(Bathmaker and Avis,2005; Howe and Stubbs, 2003 ; 

Little,2002; Zaslavsky and Leikin,2004)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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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공동체 발달과정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네트워크 접근을 실천공동체 관점에서 살펴본 사회복지학계의 연구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찾

아보기 힘들다. 본 절에서는 교육학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연구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실천공동

체는 구성원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성되어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창출하며 특유의 접근방법과 정체성

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다(Wenger et al.,2002). 이러한 공동체 발달과정에 한 개념모델은 국ㆍ내

외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는데(Gongula and Rizzuto, 2001; Saint-Onge and Wallace, 2003;

김도현, 2008) 이를 요약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실천공동체는 잠재기, 결합기, 성숙기, 유지기, 변형기의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잠재기는 실천공동

체를 결성하기 전의 준비단계라 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관심 역과 범위를 정하고 리더 또는 이슈 제

기자를 중심으로 결집되는 시기이다(Wenger et al., 2002). 결합기는 구성원들이 실천 공동체의 정체

성을 공유하는 시기로 구성원들 간의 신뢰형성과 공동체의 활동이 가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다(Gongula and Rizzuto, 2001; 김도현, 2008).

성숙기는 구성원들 모두가 주인의식을 생성하고 이를 강화하는 시기로 회비납부, 운 진의 교체, 

신규회원의 중심부 위치로의 이동 등의 사건이 발생한다(Lave and Wenger, 1991). 유지기는 공동체

를 외부에 개방하고, 공동체만의 지식개발 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혁신 작업을 수행하여 참신성을 지

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시기이다(Wenger et al.,2002). 실천공동체의 마지막 단계인 변형기는 내ㆍ

외부적 사건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로 다른 공동체로의 전환, 사멸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Wenger et al., 2002).

김도현(2008)은 위와 같은 실천공동체 발달과정 도식에 맞춰 교사들의 온라인 네트워크 실천공동

체인 인디스쿨의 발달과정을 연구했는데 그에 의하면 잠재기에는 나눔에의 열정발견과 공동체를 향한 

상상, 결합기에는 공동체 신뢰형성과 지식공유의 가치발견, 성숙기에는 공동체 주인의식의 고양, 유지

기에는 초기정신과 새로운 혁신간의 긴장이 핵심사건이 된다고 했다. 김경애와 김정원(2007)은 서울

의 R구에서 진행된 교육지원 네트워크 형성과정에 한 질적 사례 연구에서 실천공동체 네트워크는 

핵심인력 중심의 협의체 → 파트너십 → 공동사업네트워크 → 구조화된 네트워크 → 자생적 네트워크

의 형태로 구조적인 발달을 한다고 했다.

위와 같은 국ㆍ내외 선행 연구들은 실천공동체로서의 네트워크 발달 과정에 한 전체적 조감도를 

구성하여 실천공동체의 역동적 변화과정을 포착하는데 유용한 개념틀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네

트워크 결성의 선행조건과 같은 사회ㆍ환경적 요소를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하나

의 사회적 현상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환경과의 접점에서 발현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결성의 계기가 된 조건에 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Wenger등 

(2002)의 개념모델에 근거 하여 발달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네트워크 실천공동체 결성의 계기로 작용

한 사회 환경적 조건과 같은 구체적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근거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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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사례선정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으로 사례를 선정했다. 연구자들은 사례선정을 위

해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정했다. 

첫째, 발달과정을 살펴보아야 함으로 장기간(3년 이상)동안 성장, 발전해온 실천공동체일 것. 둘째, 

자생적인 공동체로 출발하여 성장하 을 것, 이 기준은 실천공동체의 본질과 관계가 있다. 셋째, 지역

사회에 근거한 충분한 네트워크 기관이 있을 것의 기준을 설정했다.

연구자들은 위와 같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사례로 서울시 S구 재가복지연합회를 발굴했다. 

동연합회는 2004년 S구 관내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서로의 고민

을 이야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친목모임으로 출발하 으나 점차 조직을 확 하

여 2009년 현재 7개의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 병원 등 12개의 협력기관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회)의 통합재가복지서비스 네트

워크 사업인 “누리보듬” 사업을 진행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S구 재가복지연합회에 소속되어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10명의 사회복지사가 참여

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ㆍ사회학적 특성 및 네트워크 관련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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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  특성  네트워크 련 사항

구분 성별 연령 종사기 담당업무
실천경력 

(년)

네트워크 

참여기간

네트워크 내 

직책

연구 참여자1 여 28세 00종합사회복지 재가복지 3년 3년

연구 참여자2 여 40세 00장애인복지 지역사회 5년 4년 코디네이터

연구 참여자3 남 29세 00종합사회복지 재가복지 3년 2년

연구 참여자4 남 29세 00종합사회복지 재가복지 2년 2년

연구 참여자5 남 35세 00종합사회복지 재가복지 5년 4년 간사

연구 참여자6 여 41세 00종합사회복지 재가복지 2년 3년

연구 참여자7 남 33세 00종합사회복지 재가복지 5년 4년 회장

연구 참여자8 여 32세 00노인복지센터 지역사회 2년 2년

연구 참여자9 남 42세 00장애인복지 지역사회 3년 2년

연구 참여자10 여 25세 00종합사회복지 재가복지 1년 1년

3) 자료수집

분석 자료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수집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08년 11월 2일 서울시 S구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했다. 총 10명이 참여했고 3시간이 소요되

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 인터뷰 주제만 제시하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했다. 개별 심층 인터뷰는 2008년 11월 7일에서 11월 25일 까지 수행했다. 인터뷰는 연

구 참여자의 근무기관을 방문하여 수행했다. 1인당 1회, 총 10회의 개별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시간은 

연구 참여자별로 60분에서 90분까지 소요되었다. 개별 인터뷰에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개인적 의견과 경험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심층 면담 전 연구자들은 연

구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 질문 목록을 구성하고 이에 한 의견을 청취했다. 개별 심층 면담의 질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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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별심층 면담 질문목록

구분 질문내용

참여자 기본정보

ㆍ사회복지 경력

ㆍ네트워크 실천 경력과 경험

ㆍ소속 기 에서의 직무, 직

ㆍ네트워크 내에서의 역할

ㆍ주요 클라이언트 집단

네트워크 련 질문

ㆍ네트워크에 참여한 계기

ㆍ네트워크 잠재기에 한 내용(주요사건, 처방식, 결과 등)

ㆍ네트워크 결합기에 한 내용(주요사건, 처방식, 결과 등)

ㆍ네트워크 성숙기에 한 내용(주요사건, 처방식, 결과 등)

ㆍ네트워크 유지기에 한 내용(주요사건, 처방식, 결과 등)

ㆍ네트워크 변형기에 한 내용(주요사건, 처방식, 결과 등)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시한 지속적 비교방법으로 수행했다. 지속적 비교방법은 

수집된 자료에서 개념들을 확인하고 이들 개념들을 의미에 따라 범주로 분류한 후 이 범주들을 원 자

료와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범주를 확정하는 것이다. 분석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원자료

를 줄 단위로 읽어 가면서 의미를 찾고 이를 명명하여 의미 단위를 구성했다. 두 번째는 의미 단위들 

중 서로 유사하거나 관계가 있는 것들을 유목화하여 범주를 구성했다. 세 번째는 각 범주들을 포괄하

고 관통하는 핵심주제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네 번째는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각 개별 범주들과 

의미를 포섭하여 네트워크 발달과정에 한 내용을 Wenger 등(2002)의 개념틀에 맞춰 기술을 했다.

5) 연구의 타당성 확보

연구 결과에 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합의적 분석 모델을 채택하는 한편, 연구 참

여자를 통한 확인의 방법을 응용했다. 연구자들은 전사된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각각의 관점에서 이

를 분석, 기술하고 여러 차례의 숙의를 거쳐 합의적으로 기술했다. 또한 자료의 분석과 기술에 연구 

참여자들을 참여시켜 그들로 부터 확인,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분석, 기술을 했다.

4. 연구결과

1) 잠재기

 

Wenger 외(2002)의 분석틀에 의하면 잠재기는 실천공동체 결성을 위한 준비기이다. 이시기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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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제는 소수의 여론 창도자(opinion leader)들을 중심으로 의견과 문제의식 등이 결집되고 이러한 

것들이 구성원들 사이로 전파되는 것이다. 연구사례의 경우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현상이 분석되었다. 

잠재기의 내용을 의미단위ㆍ범주ㆍ핵심주제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잠재기의 의미단 ㆍ범주ㆍ핵심주제

의미단 범주 핵심주제

ㆍ개별기  보유자원의 한계를 감

ㆍ고립감을 느낌

ㆍ시 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함

돌 구 모색

실타개를 한 아래로 

부터의 연ㆍ간담회를 개최함

ㆍ네트워크의 당 성 
여건조성

ㆍ환경변화에 응하지 못한다고 여김

ㆍ실천기술 지체를 인식
문제의식의 공유

잠재기를 관통하는 핵심주제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아래로 부터의 연 ”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에 근거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는 점차 증가하는데 기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실천기술

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야간 학원도 다녔지만 학부수업과 별반 다른 것도 없고 하여튼 앞뒤가 꽉꽉 

막힌 기분 이었어요” (연구 참여자 7)

“기관들이 서로 따로 놀아요. 힘을 합쳐도 안 될 판인데 기관장님들은 자기기관 성과 올리기에만 

급급해하고 이러다간 다 망한다고 생각 했죠” (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들은 당시를 ‘돌파구’가 필요했던 시기라고 구술했다(연구 참여자 1ㆍ2ㆍ5ㆍ7).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 M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회복지사 P씨가 각 기관을 방문하고 실

무자들의 모임을 주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뭐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만나서 소주잔도 기울이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일종

의 친목모임이라고 할 수 있지요”(연구 참여자 1)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에 점차 공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해결도 좋지만 실용적인 면도 있

어야 조직이 유지된다고 생각 했지요”(연구 참여자 5)

위와 같이 ‘여건이 조성’되자 연구 참여자들은 네트워크의 방향설정을 하게 된다. 이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네트워크 결성에 구심점 역할을 했던 P씨와 초창기 중요 멤버들은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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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상정하고 구성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된다.

“네트워크는 단순히 정보나 자원을 교환하는 그런걸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요. 그

런것들을 뛰어넘는게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담자는 생각을 했지요” (연구 

참여자 7)

위의 분석과 제시한 구술기록처럼 S구 재가복지연합회는 전문성 강화라는 동기에서 추동되고 자생

적 출발이라는 실천 공동체의 전형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잠재기에서 선행연구들과 다른 본 

사례의 특징이자 동시에 사회복지 실천환경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핵심주제로 제시하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아래로 부터의 연 ”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사회복지 실천은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구축되기 전에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환경변화에 응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에 의한 자구노력을 전개해 왔던 자발성이 매우 강하다. 연

구참여 사회복지사들은 급격한 사회복지 실천환경의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사례관리라는게 도입되다 보니까 모든게 혼란스러웠어요. 개념도 잘 모르는데 실천모델도 없으니

까요. 흉내낼수도 없고. 하여튼 전문성을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연구 참여자 2)

사회복지기관 평가에 사례관리가 평가지표로 산입되고 중요성이 부상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의 사

회복지사들은 이에 한 비가 부족했다.“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나 컸었어요”(연구 참여자 6)라

는 구술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혼란을 경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된다. 지식사회의 도래 역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매스컴에서는 온통 지식경제니 뭐니 지식사회라고 하는 말들을 쏟아 내니까요... 저희들도 필요하

다는 것을 알고 배워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연구 참여자 7) 라는 구술처럼 

변화의 길을 모색했다고 사료된다. 특히 “이러다가는 사회복지고 뭐고 모두 망할 것 같았어요” (연구 

참여자 1)라는 회고적 구술이 시사하듯 환경변화는 심리적 외출과 위기의식을 생성했고 이러한 위기

의식은 점차 확산되어 현실문제 타결을 위한 연 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2) 결합기

Wenger외(2002)에 의하면 결합기의 핵심과제는 신뢰와 가치간의 균형이다. 즉 결합기에는 실천공

동체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자신들의 모임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임을 증명해야 하는 이

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S재가복지 연합회의 경우 신뢰구축은 나타나지 않았고 ‘실천 감수성의 향상’, ‘지역사회 인지도 증

가’, ‘기관이기주의의 극복’이 나타났다. 결합기에 신뢰구축 현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연구 참여자의 구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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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시기부터 우리 멤버들 사이에는 신뢰가 있었어요. 이심전심 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서로 알지는 못했어도 같은 일을 한다는 동지의식도 있었고요, 또 네트워크가 우리의 활로

라는 의식이 있었기에 자연히 신뢰가 있었지요” (연구 참여자 5)

연구자들은 결합기의 포괄적 내용을 “규범적 가치기반의 획득”으로 주제화 했다. 원자료를 분석하

여 개념화한 의미단위, 범주, 핵심주제는 다음의 표와 같다. 이를 중심으로 결합기의 내용과 특성 등

에 해 기술을 하고자 한다.

<표 4>  결합기의 의미단 ㆍ범주ㆍ핵심주제

의미단 범주 핵심주제

ㆍ정보의 공유로 슈퍼비 과 피드백이 가능해짐

ㆍ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상황 처 능력이 향상됨

ㆍ공동으로 복지자원을 개발

ㆍ실천지식의 교환으로 총 사례 리수가 증가함

실천 감수성의 향상

규범  가치기반의

획득

ㆍ기 장들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인식함

ㆍ타 문직들의 인정을 받음

ㆍ신규회원들이 가입함

ㆍ사례회의에서 주도  역할을 함

지역사회에서의 

인지도 증가

ㆍ알력과 분쟁이 진 으로 사라짐

ㆍ공동사업을 통한 유 감 조성

ㆍ자원을 나눔

ㆍ개별기 의 구분이 없어짐

기 이기주의 극복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실천 감수성은 향상되었다. “당시 우리들은 서로가 슈퍼바

이저 고 교사 고 동시에 학생이자 실습생 이었다”(연구 참여자2) 라는 연구 참여자의 구술처럼 연

구 참여자들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교환했고 때로는 한 가지 아이템을 놓고 숙의와 

토론을 거듭하기도 했다.

“당시 저는 비교적 큰 자원인 000단체와 후원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인데 자신이 없었죠. 경험도 

없었지만 괜히 주눅도 들고 그랬어요 (이하중략) 회원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자료도 찾고 경험도 이

야기해주고해서 또 000단체에 있는 지인을 연결해 주기도 해서 결국에는 성사시켰어요” (연구 참여자 

5)

위의 구술처럼 네트워크 활동은 회원들의 실천 역량을 강화시켰고 이는 ‘지역사회에서의 인지도 증

가’로 이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네트워크 활동을 하기 전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사들의 위치를 매

우 자조적으로 회고했다. “가슴에 열정은 있으나 머리가 없는 사람” (연구 참여자3), “공무원들의 에

이젠트” (연구 참여자6) 등등이었다.

 네트워크가 결성되고 이것의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기 전 사회복지 기관의 관리자들 역시 회의적

이었다. 초창기 주요 멤버들은 네트워크 결성의 필요성을 전파하러 방문하면 “문전박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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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를 당하기 일쑤 다. 하지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실천역량이 강화되고 이것이 

총사례관리수의 증가, 형 복지자원의 개발과 같은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자 지역사회 복지기관장들

은 네트워크 실천공동체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전문직 종사자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실천 감수성 향상과 사회적 인정은 타 전문기관과

의 사례회의에서 사회복지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네트워크 공동체의 또 다른 가치는 ‘기관이기주의 극복’을 통해 증명되었다. 1980년  이후 양적인 

팽창을 거듭한 지역사회 복지관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도 했지만 한정된 사회자원을 놓고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특히 기관평가에 따른 차등지원과 성과

를 강조하는 사회분위기는 기관 간 경쟁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경쟁의 원리에 려 사회적 연

라는 사회복지 고유의 가치가 퇴색해가고 있을 때 네트워크 공동체 회원들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자

원의 공유를 통한 상생원리를 서서히 구현했다.

실천공동체의 경우 결합기에는 공동체 활동이 가치있고 이를 통해 현실문제가 개선되었다는 가시

적 징표가 도출되고 또한 구성원들이 이익을 얻었다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Gongula and Rizzuto, 

2001). 본 사례의 경우 위와같은 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구성원들의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결합기의 핵심주제를 “규범적 가치기반의 획득”으로 제시했는데 이

는 내부적 신뢰의 결속과 신뢰의 외연확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례의 연구참여자들은 실천공동체가 결성되기 전부터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복지 실

천의 근본정향이 가치지향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가치를 안고 출발했기에 여타 실천공

동체 활동처럼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불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신 연

구참여자들은 신뢰를 공유하고 확산하는데에 많은 투자를 했다. 복지자원의 공동개발, 자원의 분배, 

공동사업수행은 기관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상호연 와 신뢰를 확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타 전

문직들과의 사례관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내의 유관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현상은 신뢰의 외부증명과 외연확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의 구축과 확산은 신

규회원들의 가입으로 이어졌다.

3) 성숙기

Wenger외(2002)는 성숙기에는 실천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신규회원들이 중심부로 이동하여 공동체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토 가 마련된다고 서술했

는데 S구 재가복지 연합회 역시 Wenger외의 분석과 동일한 궤적을 밟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사례인 

S구 재가복지연합회의 경우 주인의식의 고양 이외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정체성의 재확

인이다. 성숙기의 내용을 의미단위, 범주, 핵심주제로 분절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천공동체로서의 네트워크 발달에 한 질적 사례연구  311

<표 5>  성숙기의 의미단 ㆍ범주ㆍ핵심주제

의미단 범주 핵심주제

ㆍ자기희생을 감내함

ㆍ구성원 모두가 이슈 제기자가 됨

ㆍ조직사업비에서 운 회비를 갹출함

책임의식 공유

연 의 강화
ㆍ신규 회원이 공동체 책을 맡음

ㆍ신규회원과 창립 멤버 간에 호혜  계 형성

ㆍ신규 회원 간에 열정의 확산

주변부 탈출

ㆍ네트워크의 궁극  목표를 수정함

ㆍ이용자 심의 지식개발

클라이언트를 한 

네트워크로의 환
정체성의 재확인

ㆍ성찰  태도를 갖게 됨

ㆍ클라이언트에 한 추상  이해의 극복
반성  지식의 생성

네트워크 공동체 구성원들은 성숙기에 접어들자 저마다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의식

이 생성되었고 이러한 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결합기까지 공동체는 소수

의 이슈 제기자 들에 의해 추동되었는데 성숙기에서 구성원들은 저마다의 차원에서 이슈를 만들고 이

를 제안했다. 특히 초창기 구성원과 신규 회원들 사이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처음에는 리더들이 문제를 제안하고 나머지 분들을 따라가는 식 이었지요. 그러다가 점차 모두가 

주제를 내고 토론하는 풍경으로 바뀌었어요. 말하자면 모두가 주인이었어요.”(연구 참여자 4)

“많은 회원들이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네트워크 일을 하고 기관일도 하기 위해서 밤도 많이 샜는데

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들은 공동운명체 지요”(연구 참여자 1)

이러한 ‘책임의식의 공유’는 신규회원들에게 전파되었고 주변부에 있던 신규회원들은 관망과 수동

적 위치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중심부로 이동하게 된다. 신규회원들의 주변부 탈출현상은 공동체의 책

임을 맡고 창립회원들과 호혜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가시화 된다.

“처음에는 받기만하고 따라가는 식이 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도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 그런게 들었어요. 정보도 수집해서 또 같이 나누고 하면서 나누는게 주된 일이 어요” (연구 참

여자 4)

주변부 탈출은 신규회원들이 공동체의 책임을 분담하면서 더욱 공고해 진다. 이것은 창립멤버와 신

규멤버 간의 균질화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의 지속을 보장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위와 같이 “ 

책임의식을 공유” 하고 신규회원들이 “주변부를 탈출”함으로서 “공동체의 연 는 강화”되었다고 분

석된다.

성숙기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체성은 다시금 확인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네트워크의 궁극적 목

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 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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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트를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연구 참여자들은 네트워크의 방향을 수정했다. 

“네트워크가 왜 필요한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성을 인정받아 

승진하고 기관이 평가를 잘 받고 하는 것도 생각은 했지만 사회복지사가 출세를 해야 얼마나 하겠어

요. 기업하는 쪽 하고는 다른데요... 실천지식, 네트워크 다 클라이언트를 위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

렀어요” (연구 참여자 8)

위와 같은 방향수정이 있은 후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복지 고유의 가치를 담은 지식개발의 필요성

을 절감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들이 학문적 관점에서 본 클라이언트에 한 추상적 이해를 거

부하고, 클라이언트체계에서의 지식을 개발하고자 했다.

본 사례의 경우 성숙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체성의 재확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Schlarger와 Fusco(2003)는 실천공동체의 본질을 전문가로서의 집단 정체성

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았는데 본 사례에서는 성숙기에 이러한 면이 확연히 드러났다. 여타 

실천공동체 연구에서는 성숙기에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 가 마련된다고 분석했지만 본 연

구사례에서는 정체성의 재확인이 강력히 발현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성찰적 지식의 생

성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연구 참여자 9), 

“네트워크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연구 참여자 8), “실천지식의 검증도구는 이론적 논

문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삶이다”(연구 참여자 4) 등의 구술은 실천공동체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지

식과 강화된 전문성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적 맥락에서만 의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이고 이러

한 성찰성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고 사료된다.

4) 유지기

유지기는 공동체만의 지식개발방법이나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혁신 작업을 통해 공동체의 참신성

을 유지, 강화하는 단계(Wenger et al., 2002)인데 S구 재가연합회의 경우 S 학 보건복지 연구소와 

협력하여 전산사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학, 의료기관, 관공서 등과 연계를 맺는 외연

확  전략을 추구했다. 이와 같은 과정과 내용을 원자료를 분석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유지기의 의미단 ․범주․핵심주제

의미단 범주 핵심주제

ㆍ침체된 분 기를 쇄신

ㆍ독자  시스템 개발
제 2의 도약 공동체의 고유 이미지 구성

ㆍ 력기 의 수 증가

ㆍ지역사회 유 기 과 공조체계 구축
공공성 확보

사 연 에서 공 인 연 로의 

환ㆍ정부기 과 수평  계 형성

ㆍ거리감 해소
민ㆍ  거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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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에 공동체 구성원들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쳤다. 조직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운 되

기 시작했다. 초기의 열정이나 관심은 나날이 퇴색되고 공동체는 침체일로에 있었다. 당시 구성원들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구성원들은 

공동체만의 고유브랜드가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했고 토론을 거쳐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에 참여했

다. 물론 당시에도 사례관리 전산시스템은 가동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의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고 지역사회 복지 주체들의 의견과 지역사회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 모델이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S 학이 개발하는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다. 침체된 분위기는 쇄신되

었고 공동체는 ‘제 2의 도약’을 맞았다.

“전산시스템 개발을 같이 하자는 제의에 솔깃했죠. 우리들도 인정받았구나 하는 생각에서부터 또 

침체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구요... 꺼져가는 불씨처럼 힘없던 우리들은 다시 그전의 

열정과 활력을 찾았어요” (연구 참여자 6)

전산사례관리 시스템은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네트워크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또 

다른 통로의 생성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유발했다. 이미 연 가 형성된 연구참여자들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서로의 연계고리를 매일 확인했다. 사이버 공간은 이렇게 해서 익명의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면 면의 공간으로 바뀌었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촉진시켰다.

“컴퓨터를 켤 때마다 이 사례는 누구누구가 맡고 있는 사례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 결과도 궁금해서 

메일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보이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친 해지고 관심

도 늘고 그래서 네트워크도 더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6의 구술처럼 전산시스템 개발은 공동체의 차별성을 외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은 ‘공동체 고유 이미지’로 지역사회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또한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관계를 강

화하는 작용도 했다. 전산시스템 개발로 자신감과 열정을 회복한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외연을 확장하

기 시작했다.

“그때 저희는 00 학교 하고 00병원하고 여하튼 권위있고 큰 기관들하고 협력하고 그랬는데 그분

들이 제의한 것도 있지만 먼저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개방하고 지역사회하고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생

각이 있었고 실천했어요” (연구 참여자 7)

개방전략을 통해 공동체의 ‘공공성’을 확보한 S구 재가복지연합회는 최종적으로 정부기관과 실질적

인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에 성공한다. 네트워크가 결성된 후에도 구성원들은 상당기간 동안 공무원들

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예산 배정과 감독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

과 현장의 사회복지사는 현실적으로 상ㆍ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불평등한 구조하에서 

민ㆍ관 거버넌스는 왜곡 될 수밖에 없고 양자의 인식차이 또한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 하는 등 전문성과 추진력을 발휘하자 정부기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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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수평적으로 바뀌고 거리감 또한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공무원들이 먼저 손을 내 었어요. 그전에는 조금 권위적으로 하던 분들도... 예산을 틀어쥐고 

있으니까 권력관계가 있잖아요... 인정을 많이 받으니까 바쁘기도 했겠지만 자기들 사업이나 기획할 

게 있으면 같이 참여하자는 제의가 많았어요” (연구 참여자 2)

본 연구사례에서 유지기의 경우 선행연구의 유지기 특성인 공동체만의 지식개발 방법과 도구의 개

발이 나타났다. 공동체의 참신성을 유지․강화하는 면도 나타났다. 이는 공동체 고유이미지 구성이라

는 핵심주제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천공동체 선행연구들과 다르면서도 사회복지사 실천

공동체만의 특성은 “수평적 권력관계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의 경우 실천활동에 필요한 

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불가피하게도 수직적 위계

권력 관계를 만들 수 밖에 없다. 연구사례의 경우 유지기에서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시켰

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역학관계의 조정이나 파워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

공성 확보”와 “네트워크의 공적연 로의 질적인 전이”에 의해 이루어졌고 권력요소를 배제한 민․관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 연구사례의 네트워크는 사적인 자생조직

에서 지역사회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위상을 갖추었다고 분석된다.

5) 변형기

변형기는 실천공동체의 마지막 단계로 내ㆍ외부적 사건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사멸하거나 다른 

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Wenger et al., 2002). 변형기에 발생한 주요 내용을 의미단위

ㆍ범주ㆍ핵심주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  변형기의 의미단 ㆍ범주ㆍ핵심주제

의미단 범주 핵심주제

ㆍ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생성됨

ㆍ개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음

ㆍ어려운 문제일수록 지식 생성이 커짐

ㆍ사업성과를 체계화시킴

실기반지식

 생성

질 인 이

ㆍ도우미등을 사례 리 체계에 편입시킴

ㆍ아웃리치가 활발해짐

ㆍ지역주민사이에 사회복지 가치의 확산

지역사회의 

어공동체로의 복귀  

변형기에 S구 재가복지연합회에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누리보듬’사업

에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 누리보듬사업을 따와 막 한 예산이 생겼어요. 밑천이 있으니까 마음도 든든했지만요. 그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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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만 하던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제일 좋았어요. 사업은 같이 하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결속력도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연구 참여자 1)

지식개발과 규모 사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현실에 기반을 두어 지식을 생성하

다고 분석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재정문제로 실시하기 어려웠던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식을 개발하고 

축적했다.

“통합주거개선 서비스 같은걸 하고 싶었는데 그냥 마음뿐이었죠. 예산이 없으니까 엄두도 못내고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생기니까 통합주거개선서비스를 같이 했어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하다보니까 가끔 실패도 했지만 경험도 많이 생기더군요. 성과가 매우 좋았어요”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들은 예산의 확보로 “단발적 개입이 아닌 지속적인 개입을 하여 클라이언트가 변화되는 

것을 목격”(연구참여자 6)하면서 지식을 축적했고 자신들의 성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체계화했다. 경

험지식은 많은 경우 문제해결 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실천과 서로 맞

물려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변형기의 내용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었고 연구자들은 이를 ‘현실기

반 지식의 생성’으로 범주화했다.

지역사회는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현상이 횡행하는 이기주의의 온상만은 아니다. 복

지혼합 시 에 중요한 복지공급주체이자 신자유주의 정치ㆍ경제 체제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는 안

이 되기도 한다. 전통사회에서 지역사회는 ‘보호체계’의 역할을 했다. 급속한 사회변화로 이러한 장점

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본 연구사례에서 연구자들은 조심스럽게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지식공동체의 이론적 측면과 실용성을 갖추면서 우유배달원, 가정도우미 등에게 교

육을 시켜 이들을 준 사례관리자로 활용하면서 보호체계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활발한 아웃리치 활동

도 병행했다.

“그전에는 시간적으로나 여건으로나 아웃리치를 못했어요. 겁이 나서 피하는 경우가 부분이었지

요. 해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는데 막상 클라이언트가 발견되면 막막하지요(이하중략). 부모가 보

고싶어도 돈이 없어서 찾아뵙지 못하는 자식이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일단 부

딪쳐 보자는 생각에 많이 해요”(연구참여자 3).

준사례관리자들의 활동과 활발한 아웃리치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향을 주었다. “우유배달하는 

사람도 노인들을 돕는데 나도 할수 있다는 주민들이 서서히 늘어났다”(연구참여자9). 연구자들은 이

러한 현상을‘지역사회의 케어공동체로의 복귀’로 해석했고 변형기의 핵심내용을 현실기반 지식 생성

과 지역사회의 케어공동체로의 복귀를 수렴한 “질적인 전이”로 명명했다.

실천공동체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변형기의 주요 특성을 다른 형태로의 전환이나 사멸이 이루어

지는 시기로 분석했는데 본 연구사례에서는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케어공동체로의 복귀”라는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이의 가능조건으로는 현실에 기반한 지식생성과 함께 「기회」를 잘 이

용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실천공동체이든 여타조직이든 조직의 위상이 높아지고 외형이 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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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부터의 금전지원, 사회적 명성과 같은 자원이 유입된다. 이러한 자원의 유입은 기회인 동시에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자원의 배분이나 활용을 둘러싸고 이기적 행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또다른 갈등과 암투가 야기될 수 있다. 이는 재론의 여지없이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진다. 본 연

구사례의 경우 외부의 자금지원을 배분이 아닌 공동사업의 수행이라는 전략으로 처리하면서 갈등과 

반목을 제거하고 질적인 전이로 이행되었다고 사료된다.

공동체는 또한 목표가 달성되면 사멸하는 것이 운명이다. 실천공동체에 한 선행연구에서 조직이 

사멸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목표달성을 제시하기도 했다(Wenger et al., 2006). 따라서 조직이 정체성

을 유지하면서 다른 형태로 질적인 전이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와 비전의 제시가 요구된다. 본 

사례의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실천공동체의 발달이 정점에 이르자 “이상적인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새

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지역사회를 단순한 물리적 구획이 아닌 정서적 응집력과 결속을 지닌 상호보

호체계로 전환하려는 비전은 우유배달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준사례관리자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전

략을 통해 가시화되기 시작됐고 이러한 비전은 실천공동체의 질적인 변형을 가능케 했다고 분석된다.

5. 연구의 요약 및 논의

1) 연구요약

본 사례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의 네트워크 활동을 실천공동체 관점에서 보고 그 발달과정과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천공동체는 지식사회의 도래, 사례관리실천

의 두, 지역사회복지 위기감 확산의 환경적 조건에 응하기 위한 동기에서 결성되었다고 사료된다. 

잠재기에 초창기 구성원들은 돌파구를 모색하고, 여건을 조성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현실타개를 위한 아래로 부터의 연 ’로 주제화했다.

신뢰와 가치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결합기에는 분석결과 실천 감수성의 향상, 지역사회 인지도 증가, 

기관이기주의의 극복이 내용으로 나타났고 이를 규범적 가치기반의 획득으로 주제화했다. 공동체 구

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성숙기에는 책임의식의 공유, 주변부 탈출이 있었고 특히 정체성의 

재확인이 있었다. 공동체만의 독자성과 외부에로의 개방이라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는 유지기에 구성

원들은 전산사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며 제 2의 도약을 했고 민ㆍ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확보하여 사적연 에서 공적연 로 전환했다. 실천공동체의 마지막 단계인 변형기에는 내ㆍ외부의 사

건으로 인해 공동체가 소멸되거나 전이를 하게 되는데 연구사례의 경우 외부의 기금을 확보하여 사업

을 운 했고 지식과 실천이 연계되는 혼합공동체로 질적인 전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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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연구결과 사회복지사들의 네트워크 실천 공동체는 여타 전문직의 실천공동체와 비교되는 두드러진 

특성이 몇 가지 나타났는데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징들 중 첫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지식과 실천의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진술한 바와 같이 실천공동체의 내부목표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 그리고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의 강화이다. 본 연구의 사례 역시 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네트워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명목적인 지식의 생산에만 머물지 않

았다. 서로 간의 경험을 나누며 생성된 암묵지(tacit knowledge)를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과학적 지식

으로 만드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으나 이러한 지식은 곧 실천과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 그리고 이

러한 지식은 클라이언트들의 현실적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분석된다.

사회복지의 경우 지식의 생산과 전파는 강단학자나 전문연구자들이 독점해온 경향이 강하다. 이것

을 극복하기 위해 강단과 현장의 연계,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 주장되기도 하 으나 많은 경우 단순한 

역할분담에 머물렀다.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네트워크 실천 사회복지사들은 지식개발을 위한 자료의 

생성자 내지 보조자에 머물지 않고 주체적으로 지식을 생산했다. 현장실천가들이 생성한 지식에 주목

하고 그들을 지식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위상을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의 특징은 끊임없는 정체성에 한 확인과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본 연

구 사례의 실천공동체 발달과정은 정체성의 역정(歷程) 이라고 할 수 있다. 여타 전문직의 실천공동

체의 경우에도 역시 정체성의 공유가 강조되지만 연구사례의 경우 정체성은 전 발달과정을 관통했다. 

그리고 전 과정의 발달과제와 맞물려 역동적인 양상을 보 다.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성숙기에 정체성

을 재확인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 과정이 정체성을 후퇴시키고 강화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

다. 잠재기의 문제의식의 공유, 결합기의 규범적 가치기반의 확보, 유지기의 공공성 확보 등은 정체성

의 맥락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전문성 강화

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많은 논의와 제안이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전문성과 정체성

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맞물려 심화된다는 것을 연구결과가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특장(特長)이 있는 네트워크 실천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제언을 부기하고자 

한다. 실천공동체는 선행연구 그리고 본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생적인 조직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공동체 설계 시 과도한 개입이나 지원은 오히려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최소한의 

역에서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은 자발적 진화의 원칙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

실천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다. 연구에서 본 것처

럼 실천공동체가 침체에 빠지자 구성원들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것을 공유하면서 침체기의 위기

를 벗어났다. 온라인에서의 네트워크는 오프라인에서의 부족한 경험을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구성원을 충원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실천공동체 전용의 웹(web) 전산망을 구축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으로는 현재 가동 중인 사회복지 전산망에 지식과 정보 경험 등을 교환하여 

이를 결집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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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etwork as Communities of Practice in Welfare Network of S 

District in Seoul, Korea

Kim, Young-Sook

(Sahmyook University)

Lim, Hyo-Yeon

(Sejong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network. The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was utilized from a communities of 

practice perspective. 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mong 10 social workers 

of community welfare agencies who have practiced network activities. Data were 

analyzed with constant-comparative methods(Strauss and Corbin(1990)).

The result are the followings;

In incubation stage, the core theme was "collaboration for surmount 

overcoming difficulties from the bottom". In intergration stage, "acquirement of 

normative value basement" was emerged.

"Reinforcement of solidarity" and "reconfirmation of identity" were drawn as 

core themes in muturation stage. There were core themes "construction of original 

image" and "shifting from private connection to public connection" in 

maintenance stage. Lastly stage a care theme of "qualitative transition" was 

emerged in transformation 

Key words: communities of practice, network, qualitative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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