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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삶, 그리고… : 포토보이스 방법의 적용

Understanding Life Experiences of Social workers : A Photo Voice Study

서동명*, 이운희**, 심정원***

 Dong Myung Seo*, Woon Hee Lee**, Jung Won Sim***

요 약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사의 삶을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토의를 통해

3가지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각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준비한 사진을 매개로 하여 사회복지사의 삶을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활동과 관련된 어려움(쌓여가는 업무와 부족한 시간, 가족에 대한 미안함, 불안한 노후, 매출과 성과

에 대한 압박)’,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긍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 사람들과

의 관계, 소통, 동행, 활동, 동료들의 지지와 연대)’,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부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다양한 요구

와 역할, 안전과 위험문제, 과도한 행정, 지원중심 실천의 문제, 비협조적인 상황과 사람들)’등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 주제와 11가지 하위주제를 통해 ‘일터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삶(외롭고 힘든 사회복

지사의 일터, 희극과 비극, 지나고 나면 웃어넘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신변안전위협관련 법률 제정 등 법

적·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사회복지사, 삶의 질, 근로기준법, 포토보이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life of social workers by applying the photo Voice research method. 
Participants selected three themes through group discussions and shared the daily life of a social worker through 
photos they prepared in relation to each topic. Through this process, they shared their own experiences on 
'difficulties related to work activities,' 'factors that create positive aspects that motivate social workers,' and 
'factors that create negative aspects that demotivate social workers.' Using these three themes and 11 sub-themes, 
the participants shared their own experiences as social workers in the workplac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social workers, we proposed amendments to related laws such as the Labor Standards Act, 
and also proposed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the enactment of policies related to personal 
safety threats.

Key words : Social Workers, Quality of Life, Labor standards Act, Photo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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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회복지사가 법률적 용어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1983년 5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부터이다.

당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제5조(사회

복지사의 자격)에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바꾸었다. 이후 2017년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여건, 긴 업

무시간과 과중한 업무, 그리고 낮은 보수문제 등은 끊

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덕분

에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사회복지사법’)’이 제정되어, 2012년 1월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법 제정 이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

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

련하고 있다.[1] 또 사회복지사법 제정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이다. 사회복지사법

제4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

하기 위하여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

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2012년 3월 ‘한국사회복지공제

회’가 출범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제도적·정책적 변화는

그동안 ‘클라이언트의 인권지킴이’라는 역할을 수행하

면서 정작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던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

화에도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좋지 못한 상

황이다. 지난 2013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서울시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조건에

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인권보장 정도는

3.9점(10점 만점)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스트레스는 6.9

점(1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인권보장정도는 매우 낮

고, 스트레스는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2]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을 보면 사회복지사

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

동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사는 많은 경우 ‘착한

일을 하는 사람’,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무조건 제

공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매일 웃는 얼굴로 상

냥하게 대상자들을 대하고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 도와

줘야 할 것 같은 희생의 아이콘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

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데, 여전히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서비스 질

향상보다 항상 뒤에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진을 활용한 집단토론을 통하여 연구참

여자들이 중요한 문제(issues)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포토보이스(Photo Voice)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사회복

지사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

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3]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의 노동실태를 분석하고, 처우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과 2006년에 사회복지사실태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이후 매년 ‘사회복지사 통계

연감’을 통해 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보수수준 및

근로 환경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포괄적·체계적 통계

자료를 생산·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있다. 한편 2014년부터는 사

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을 대상으로는 인적자원

관리 특성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시설에 종사

하는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4] 한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한

국사회복지사협회와 별도로 서울지역 사회복지사를 대

상으로 2013년과 2016년 2번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인권보장점

수’가 2013년 3.9점에서 2016년 5.04점으로 비교적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사회복지사법 시

행이후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정도가 좋아진 것을 의

* 사회복지시설의 인적자원관리 특성 패널분석은 1)응답시설
의 특징, 2)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3)인적관리, 4)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5)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제언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았다.
** 사회복지사종사사의 인적자원 특성 분석은 1)일반적 특성,
2)직무분석, 3)근로환경, 4)생활과 건강상태, 5)업무소진 및 이

직, 6)교육 및 인권, 7)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제언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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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근로조건 만

족도와 일·가정양립에 대한 기관태도, 기관의 종교와

윤리문제, 클라이언트 폭력, 직장 내 폭력 등이 사회복

지사가 지각한 인권보장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2013년과 2016년 연구결과를

보면 급여만족도와 복리후생만족도, 일·가정 양립에 대

한 기관태도, 클라이언트폭력(정신적 괴롭힘), 직장 내

폭력(정신적 괴롭힘)이 사회복지사가 지각한 인권보장

수준에 영향을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5]

이러한 협회차원에서의 실태조사와 별개로 최근 들

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가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진행

된 개별 연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 첫째,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 제도에 대한

연구(김성경, 2009; 황미경, 2006; 홍선미·최명민, 2010),

둘째, 사회복지사의 직무 표준화를 위한 업무 분석 연

구(강흥구, 2006), 셋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나 실천

기술 등 사회복지사의 역량에 관한 연구(송유미, 2008;

김용석, 2012), 그리고 넷째,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이

나 소진,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로 조직

구성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에 관한 연구(강종수·류기형,

2007; 이주희·박순희·윤종성, 2007)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보면 사회복지사와 관련 제도, 그리고 조직

환경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작 사회복지사

의 존재나 그들의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김교성 등(2016)은

사회복지사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자

신이 수행하는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으며, 사회복지사의 존재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스스로를

우리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파수꾼’,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문턱 낮은 원조자’, 우리 사회

곳곳에 빠져서는 안 될 ‘감초’, 사회적 기본 공공재로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플랫폼’, ‘사회정책의 집행자이자

보완자’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속성들을

관통하는 사회복지사의 의미를 우리사회에 흐르는 ‘물’

과 같은 존재로 규정하였다.[6]

한편 강철희·김미옥 등(2013)은 ‘사회복지사의 고뇌

*한편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게 활동보조인의 직무만

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7]

와 소진, 안식휴가의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포토보이스(Photo Voice) 방법

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는 첫째, ‘사

회복지사가 된 직후의 나의 모습, 안식휴가 직전의 나

의 모습’, 이라는 주제로 처음 사회복지사가 됐을 때의

모습과 사회복지사로서 일상적 업무현장에서 경험하는

고뇌와 소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둘째, ‘안식휴가의

의미 또는 효과’라는 주제로 안식휴가가 지치고 힘든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한 어떠한 효

과가 있었는지 확인하였다.[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시기와 주체가 다르지만, 주로

사회복지사의 근로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처우개

선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

를 제외하고는 설문조사 형식을 활용하고 있어 사회복

지사의 삶에 대한 실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

를 갖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직장에서의 삶을 자

신의 목소리와 시선으로 심도 깊게 고찰할 필요성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의 선택 : 포토보이스

포토보이스는Caroline Wang과Mary Ann Burris (1997)

[3]에 의해 시작된 참여적 행동연구방법론(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으로, 카메라를 참여자의 손에 주고,

그들이 기록자이자 사회적 행동과 변화의 촉매자 역할

을 하도록 하는 매우 혁신적인 질적 연구방법론의 하나

[8]로, 연구 참여자의 손에 카메라를 주어 스스로 본인

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찍고 공유하고 설명하는 참여자

주도형의 연구방법이다. 이러한 포토보이스는 사진이나

그림 등의 시각적 매체를 활용하여 연구참여자의 목소

리를 드러내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내러티브

와 시각적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하여 각 참여자의 내면

을 탐색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9]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 삶의 모습을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초점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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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성별 나이 소속분야

A 남 4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B 남 37 지역자활센터

C 여 47 여성거주시설

D 여 37 장애인거주시설

E 남 42 지역아동센터

F 여 37 노인재가시설

G 남 30 종합사회복지관

첫 번째 모임 두 번째 모임
피드백 및 

개별면접

: 포토보이스 오

리엔테이션 및 

주제정하기 

-연구소개

-참여자소개

-사진촬영에 대

한 안내

-포토보이스 주

제 설정

→

주제 : 사회복지

사의 삶

-근로활동과 관

련된 어려움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긍정

적인 면과 부정

적인 면을 만드

는 요인

- 일터에서의 사

회복지사의 삶

→

-분석내용

에 대한 

피드백

-개별면접 

: 유선/

대면

2. 연구 진행과정

연구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시사회복지

사협회(이하 협회) 중간관리자와 연구진 간의 회의를

통해 연구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모으고, 연구참여자 구

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이후 협회로부터 5년 이상 사회복지분야의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추천받았으며, 이들 중 참여에

동의한 7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포토보이스와 집

단면접을 총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선정은 사회복지사 삶에 대하여 어떤 세부

주제로 담아낼지의 개방형 질문을 연구참여자 1차 모임

에서 인터뷰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아 함께 나

눌 내용으로 근로활동과 관련된 어려움, 사회복지사로

서 일하는데 긍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과 부정적인 면

을 만드는 요인, 협회 및 기관, 그리고 정부에 기대하는

개선안 등의 주제로 2차 모임에서 준비한 사진과 함께

심층면접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2차 모임에서는

참여자들이 각 주제별로 자신들이 준비한 사진을 가지

고 주제별 집단면접을 심층적으로 진행하였다. 1차 모

임은 2016년 7월에, 2차 모임은 2016년 8월에 진행되었

으며, 각 모임은 약 3시간씩 진행되었다. 한편 이러한

포토보이스 집단면접을 실시한 이후에,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에게 1차 분석 자료를 보내 수정할 내용과

보완할 내용에 대하여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한편 내용

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6년 9~10월 중에 포토보

이스에 참여한 모든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유선과 대

면으로 개별면접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포토보이스

연구진행과정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포토보이스 연구 진행과정

Fig 3-1. Photo Voice research process

3. 연구참여자

본 연구참여자는 최소 5년 이상 현장경험을 갖고 있

는 30~40대 중간관리자 이상의 사회복지사 중에서 서울

시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추천받아 기관유형별로 1명

씩 총 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참여자 특성

Table 3-1. Research participants

4. 자료분석 방법

먼저 연구 시작 전, 모든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집단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이를 필사본으로 만들

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녹취한 내용과

본인들이 준비한 사진들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필사본을 수차례 읽으면서

연구참여자들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와 맥락 등을 검토

하면서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둘째, 개념을 묶고 범주

를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셋째, 연구진의 분석결과를 연

구 참여자들에게 공유하여 참여자들이 의도했던 의미

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정

보완작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집단토론을 통해 일

터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삶과 관련하여 3개의 주제를 선

정하였고, 연구자들은 자료 분석과정을 거쳐 11개의 하

위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3개의 주제를 모

아서, ［표 4-1］과 같이 ‘일터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삶’

이라는 통합주제와 2개의 하위주제를 최종적으로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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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하위주제

근로활동과

관련된 어려움

쌓여가는 업무와 부족한 시간

가족에 대한 미안함

불안한 노후

매출과 성과에 대한 압박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긍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 동행, 활동

동료들의 지지와 연대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부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

다양한 요구와 역할

안전과 위험문제

과도한 행정, 지원중심 실천의 문제

비협조적인 상황과 사람들

↓

일터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삶

외롭고 힘든 사회복지사의 일터

희극과 비극, 지나고 나면 웃어넘길 수 있

는 것들

표 4-1. 포토보이스 주제

Table 4-1. Photo Voice theme

1. 근로활동과 관련된 어려움.

(1) 쌓여가는 업무와 부족한 시간

［그림 4-1］, ［그림 4-2］에서 보여주듯이 사회복

지사들은 급여의 지역적 차이, 교대근무 여건, 근로기준

법을 지키기 어려운 재정여건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업무시간 내에 일을 다 할 수 없는 근무여건,

근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나라에서 … 똑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처

우가 굉장히 다른 부분과 교대근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예산도 안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바로 현장으로 들어

오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고, 이 분야를 떠나고 싶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C)

그림 4-1. 쌓여가는 업무

Fig 4-1. Accumulating work

중간관리자가되어서도많은업무, 특히평가, 지도점검, 정말

많잖아요. (F)

그림 4-2. 부족한 시간

Fig 4-2. Lack of time

의뢰되는사례들은점점더많아지고…또저희에게오고. 그렇

지만저희인프라는똑같고…저희는더열심히일하고주민

들과 신명나게 실천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G)

(2) 가족에 대한 미안함

인터뷰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

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부부가 함께 일

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그림 4-3］과 같이 자녀 돌

봄의 문제,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 동

료 배우자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미안함

과 걱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함께 일하는 아내와 아이

Fig 4-3. Working with wife and child

제아내가센터오픈할때아기를가졌고거의만삭이었고그

랬습니다. 그래서저때부터센터의일을돌보기시작했죠. 애

기 낳기 이틀 전까지 애들 밥을 해주고…. (E)

(3) 불안한 노후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불안한 노후를 걱

정하고 있었고 이를 현안으로 제시했다. ［그림 4-4］

와 같이 지금은 이곳에 모든 것을 다하고 있지만, 노후

에는 쓸모없이 갈 데 없이 버림받고 외면 받을 것이라

는 염려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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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인생을 보는 사람

Fig 4-6. Person who looks at life

카메라가 사진을 찍잖아요. 어르신의 얘기를 들어야하고 어

르신의희로애락을다알아야되는…사회복지사는다른사

람의 인생을 보는 사람….(F)

그림 4-4 상추나무

Fig 4-4. Lettuce tree

상추는 풀인데.… 상추를 심어서 열심히 따 먹었는데 하루하

루지나면서키가막크더라고요. 올때마다맛이조금씩없어

져요. 며칠이지나니까이렇게변했어요. 또며칠이됐어요. 더

는못먹는거죠.…상추나무라는게원래없는단어잖아요. 처

음에는이렇게 단거빼먹듯이사람들이맛있게먹다가이게

맛이없어지기시작하고하면서안따먹게되고, … 어느순

간 버림을 받고, 마지막에는 지 혼자서 꽃 폈다고 하얀 꽃을

피우는데 예쁘지도 않고. 노후의 나의 모습이 아닐지.(E)

(4) 매출과 성과에 대한 압박

사회복지사들은 매출과 성과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

기관의 성격상 이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는 지역자활센

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물론, 다른 복지기관에

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역시 ［그림 4-5］와 같이 매

출을 올리고 수익적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실적 압

박 등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림 4-5. 통장, 수입, 매출

Fig 4-5. Bank book,income, sales

사업의성격상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는하지만매출을발

생시켜야되요. 그리고 그매출의크고작은격차에따라참

여하신분들이가져갈수있는수익금이라든가이런부분들

이 달라져서…. 분기별로 자치구에 신고를 하고 있고요. …

거의 매달 수입과 실적의 압박을…. (B)

사회복지사가 사업까지 해야 되는…. 자립매장을 해야 되고

수익도해야되고사실이거는영리부분인데비영리쪽에서

영리를하게끔해야되는현실…. 어쨌든수익도생겨야되고

하는데 저희가 매출에 신경 쓰자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

치·철학하고부딪히는부분, 사회복지사가대체어디까지해

야 되는 건지(C)

2.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긍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

(1)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긍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

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여기에서 공감하고 인상 깊었던 내용

을 많이 선택하였다. ［그림 4-6］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는 사람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참여

자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이나 지역을 위해 함께 일

할 수 있는것에 대하여 자부심과 보람을 가졌으며, 소

소한 생일파티에서 참여자들의 긍정적 변화와 롤모델

로서 사회복지사 자신을 발견하였을 때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음을 나타냈다.

(2)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 동행, 활동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

과의 관계, 소통, 동행, 활동이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동

력이고 큰 힘이 됨을 표현하였으며, ‘같은 곳을 바라보

는 거죠. 지역 주민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G)’것이 사회복지사라고 표현하였다. 즉, 클라이언트와

함께 하는 게 사회복지사의 삶이고, 또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또 이러한 클라이언트와의 관

계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되는 큰 동력이고, 의미

임을 ［그림 4-7］,［그림 4-8］,［그림 4-9］와 같이

표현하였다.

예전 일반회사 사무직에 근무했을 때와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때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클라이언트들하고 분명히

어떤 활동이 이뤄진다는 것… 사실은 일인데 사회복지사들

이 거기서 어떤 희열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러면서

저 변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 아니 뭔가 몸과 몸이 부딪

히는 활동들. 일반 사무직 직원들은 못 느끼는(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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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이해하고 친해지고 같이 도와가는

Fig 4-7. Understanding, getting close, helping with

장애인거주시설에서사회복지사와클라이언트의관계는처

음신입일때는다도움을드려야할거같으나, 점차업무에

숙련되면 그들을 존중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제

생각과 행동에서 묻어나게 되고, 서로가 편안하고 인격적인

관계를맺어갈수있어요. 직원과거주인들이도움을주고받

는대상이아닌같이의논하고같이활동을하는것이참편

안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와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D)

그림 4-8. 자전거 타기 1·2

Fig 4-8. Biking 1·2

…자전거탈수있는거주인은한분밖에없어서나머지분

들은타고싶은사람한명씩태우고운동장을돌면서서로즐

거웠던시간…뒤에타고있는분들만바뀌고, 저는계속페

달을 밟고….(D)

그림 4-9 귀 기울이기

Fig 4-9. Listening

사회복지사는 좀 다양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직업

이다.… 회원기관 어르신들. 보호자, 자원봉사자, 동료들,

구청관계자들…. 정말다양한사람얘기를들어야되는사

람. 내 얘기를하기보다는들어줘야되는사람. 다양한사

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동행해야 되는 사람. (F)

(3) 동료들의 지지와 연대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계속 해나가게 하는 또 다른

힘으로 동료들의 지지와 연대를 ［그림 4-10］과 같이

제시하였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동료들로부터의

지지와 격려가 원동력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은

자기를 보호해야하는 데 그 방법에 동료들과의 지지적

인 관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일반 기업의 경우 개

인주의가 많지만 사회복지현장의 경우 소규모시설도

많아서 서로 연대하고 도움을 주어 긍정적인 부분이 되

고 있음에 공감했다.

그림 4-10. 동료와의 협력 : 이팔청춘

Fig 4-10. With colleagues

저희의일이결코쉽지않은일이지만동료로부터지지받고격

려 받으면서 응원 받고 하면서 실천하는 게 저의 원동력이에

요.… 저희가 연초에 지역조직팀이랑 저희 팀(사례관리팀)이랑

연합워크숍을갔다왔는데갔다와서우리가좀더할수있는

게많고 ‘서로좀조인해서하면할수있는게훨씬많은데’라는

생각이들어서후속작업으로모이고나서…. 저희가또협력, 팀

간협력이굉장히중요해지고. …모임이름도정했어요. 이팔청

춘.(G)

3.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부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

(1) 다양한 요구와 역할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부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

에 대해 사회복지사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요구와 역할

을 ［그림 4-11］, ［그림 4-12］와 같이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운 요인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기대되는 다양한 요구와 역할 속에서 ［그림

4-13］과 같이 가장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옷과 도구

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실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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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옷걸이 vs.우산걸이

Fig 4-11. Hanger vs. Umbrella hanger

사회복지사는옷을걸면옷걸이가되는거고, 우산을걸면우

산걸이가 되는 거고, 모자를 걸면 모자걸이가 되는 그런 게

사회복지사가 아닐까… (E)

그림 4-12. 슈퍼맨

Fig 4-12. Superman

어르신중에난청이심해서보청기가필요한분이있었던거

예요.… 업체를찾고찾고하다가이회사와연결이되서보

청기지원을받게됐고, 이걸계기로협회에서회원기관들전

체 센터 어르신들 난청 있으신 어르신 분들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그걸가지고지원을하는행사를했었어요. 사회복지

사는슈퍼맨같은역할?정말다양한일을할줄알아야되고

그런 의미로 해서 (F)

다른 전문직처럼 가운을 입는다던지 막연하게 멋있는

직업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취업을 해

서는생각한것과다르게짐도날라야되고청소도해야

되고… (F)

그림 4-13. 이순신장군과 역사책

Fig 4-13. General Yi Sun-sin & History book

이순신 장군이역사를알아야지나라가바로선다이래가지

고역사책을들고있는거예요.…그런데, 이순신장군이창을

들고검을찌르고있어야하는데참볼품없다…자기한테맞

는옷이있고뭔가맞는도구가있을터인데그게과연무엇일

까… 나한테 맞는 도구가 뭘까… 그런 생각? (E)

(2) 안전과 위험문제

한편 사회복지사는 실천과정에서 느끼는 불안한 심

리에 대해서 ‘내 심장을 다 까발려서 보여주면서라도

하트를 만들어주어야 하는 일(E)’이라는 감정노동자로

서의 아픔을 호소하였다. 또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의 장

애인 안전 등 인권문제가 강화되고 문제시설과 종사자

가 부각되면서 그렇지 않은 시설이나 종사자들까지도

지나친 조사와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토로했고,

이에 따라 업무적으로도 많은 시간과 부담이 소요되고

있음은 물론 심리적․물리적 압박감 등 근로활동에 있

어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음을［그림 4-14］, ［그림

4-15］와 같이 표현하였다.

그림 4-14. 어두움 주변의 햇빛

Fig 4-14. Sunlight around the dark

너무 힘들었던시간의내 마음을 비추는 거 같았어요. 주

변은어두운데작은빛이작은희망을비추는거같았거든

요. 그빛이여러가지어려움속에서희망을찾으려는지

금 나의 심리상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D)

그림 4-15. 언제나 불안

Fig 4-15. Always anxious

그러니까이런불안한심리가항상작동하고있다는거예

요. 항상불안불안하다…과연내가나를떠받쳐야하는데

뭐가나를떠받치고있을까? 사회복지사란항상불안하다

는….(E)

(3) 과도한 행정, 지원중심 실천의 문제

한편 사회복지사는 현장에 나가고 싶으나 행정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우선되는 현장의 어려움을 ［그림

4-16］과 같이 표현하고 안타까워하고(A) 있으며, 행정

적인 업무로 업무의 과중과 부담을 안고 있다고 어려움

을 토로하였다(G). 또 기계적인 지원만을 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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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생각하지 않는 실천의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그림 4-17］과 같이 표현하였

다.

그림 4-16. 책상에 묶여 있는 나

Fig 4-16. Tied to a desk

현장에답이있다는말이있듯이사회복지사로서현장을찾아

다녀야 하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가로

서의역할이더강조하여소모적인행정업무에치중한나머지

현장에 다닐 여력이 없는(A)

그림 4-17. 백설 공주와 일곱 난장이

Fig 4-17. Snow White and Seven Dwarfs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클라이언트잖아요? 옆에 일곱 난

장이들이사회복지사들인거예요. 너무떠받드는그런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E)

(4) 비협조적인 상황과 사람들

또, 비협조적인 상황,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에서 동료사회복지사들에게

상처받고 아쉬워하였으며, 외부에서 갑자기 센터장으로

부임하는 인사 등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

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 사람 때문에 좋기도 하고 결국은 사람 때문에 사업단 내에

서나 직장 내에서도 조금 상처 받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들 

때문에 떠나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B)

사회복지경력 정말 없으신 분이 센터장으로 딱 오셔가지고. 

… 경력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자격증 있고 경력이 없는 분들

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슈퍼비전도 제대

로 못 받고…. 중간관리자로서 자기가 나중에 더 뭐 경력이 

되고나서 갈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겨서.(F)

4. 일터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삶

(1) 외롭고 힘든 사회복지사의 일터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현장과 관련하여

‘바다에 고립된 철새’와 같이 외롭고［그림 4-18］, ‘돌

을 뚫고 나온 나무’［그림 4-19］와 같이 힘든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림 4-18. 바다에 고립된 철새

Fig 4-18. Isolated on the sea

이렇게 넓은데 앉을 수 있는 데는 저기밖에 없는…. (E)

그림 4-19. 돌을 뚫고 나온 나무

Fig 4-19. Tree through stone

나무가돌을뚫고나온걸까. 돌이와서박힌걸까?…사

회복지사 너무 힘듭니다.(E)

(2) 희극과 비극, 지나고 나면 웃어넘길 수 있는 것들

이와 같이 외롭고 힘든 일터이지만, 사회복지사는 희

극과 비극이 교차하는 현실［그림 4-20］속에서 ‘지나

고 나면 결국 웃어넘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1］. 즉, 사회복지사들은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많은 사건사고 속에서 힘들게 일

하지만 부단한 노력들을 통해 이를 헤쳐 나가고 있으

며, 지나고 나면 웃을 수 있는 보람을 느끼고 또한 그

속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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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희극과 비극

Fig 4-20. Comedy & Tragedy

그림 4-21. 지나고 나면

Fig 4-21. After passing

하루에도희비가교차하는경우가많아요. …지나고보면웃

어요. 지나고 나면힘들었던순간도 해프닝처럼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계속일하고있는거같아요. …제가늘일

하면서느끼는거는, 멀리서보면희극이고, 가까이보면비극

인 게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의 특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요.(D)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로서

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포토보이스 방법을 통해 구체

적으로 표현하였다. 먼저 ‘근로활동과 관련된 어려움’과

관련하여 ‘쌓여가는 업무와 부족한 시간’, ‘가족에 대한

미안함’, ‘불안한 노후’, ‘성과에 대한 압박’등을 제시하

였다. 즉, 사회복지사들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과도한 업

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일과 가정을 양립

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고 있었으며, 노후에 대해서

도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다. 또한, 영리기관이 아님에도

매출과 성과에 대한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만족도가 낮으며, 2/3에 가까운 사

회복지사가 10점 만점에 7점 이상 높은 수준의 스트레

스를 받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서동명 외, 2015)와

일치한다.[1]

한편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사

회복지사로 일하는데 긍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에 대

해서는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 ‘클라이

언트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 동행, 관계’,

‘동료들의 지지와 연대’가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사회

복지사는 다른 전문직보다 더욱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있었다. 특히 클라이언트

와 함께 하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사회복지사

의 삶이고, 일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복

지사로 일하는데 부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에 대해서

는 하위주제로 ‘사회복지사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요구

와 역할’, ‘사회복지실천 위험과 안전문제’, ‘과도한 행정,

지원중심 실천의 문제’, ‘비협조적인 정책, 상황과 사람

들’이 도출되었다. 주위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해주어야 할 것 같

은 기대감, 그리고 실천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과 안전

문제 등이 사회복지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실천을 강조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인권만을

강조하고, 정작 사회복지사의 인권문제는 등한시 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복지현장에 비협조적인 정책과 상황 등이 문

제점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일터에서의 사회복

지사의 삶’을 정리하면, ‘외롭고 힘든 사회복지사의 일

터’이며, ‘희극과 비극, 지나고 나면 웃어넘길 수 있는

것들’이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현장은 외로움과 힘듦의 연속이며, 하루에도 희극과 비

극이 교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지나고 나서 결국 웃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삶을 긍정

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과도한 근로시간과 무리하게 업무가 부

여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복지사 근로실태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천현장이 되도

록 법령개정작업과 인력확충, 그리고 근로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

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는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

관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

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2조(근

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에서 ‘사회복지사

업’을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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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로 인정하여 특례인정사업으로 규정하고 있

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

하여, ‘특례인정 사업’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사업은 소규모시설이

많다. 이에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좋은 노동환경에서 운

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기준

법(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사 직무 명확화

와 직무에 맞는 일을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및 근로조건 보장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이를 위해 남기철·남원준(2017)의 주장처럼 교육계

와 현장, 그리고 제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맞는

보상과 근로조건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0]

둘째, 다양한 신변안전 위협과 관련한 입법 및 법률

제정, 그리고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동

명 등(2016)의 실태조사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가 신변안전 위협을 받고 있지

만, 적절한 규정과 지침이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같은 연구에서 사회복지사가 인식

하는 인권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클라

이언트 폭력이나 직장 내 폭력 모두에서 정신적 괴롭힘

이 적을수록 인권보장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점 등

을 보면 이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현장과 비교적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관련 정책을 참고해

볼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 ‘학교안

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공하고 시행하

고 있다. 이 법에서는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

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사고 이후 보상·배상을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제

급여의 가입대상은 ‘학교’이고, 피공제자는 ‘학생, 교직

원, 교육활동참여자’로 하고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도 모두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

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

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교육활동’

으로 규정하고, 법 제2조 제5호에서 ‘학생 또는 교직원

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

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교육활동참여자’로

규정하여,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등도 경우에 따라서

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선례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칭)사회복지시설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고 등에 대처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개선 및 지원책 마련

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근무시간이 길고, 근무강도가 센 반면에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받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탄력근무제 적용과

업무 외 개인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근무시간 관련 지

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우선적

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력부족의 이유로

실제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체인력지원 등을 통해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

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치구 단위의 통합적인 대체인력지원센터 등을 운영

하는 등의 방안마련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사를 위한 상담지원체계나 상담센터

운영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 센터를 통하여 심리·

정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지

원하고, 법률지원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원이 안심

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

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

관을 시도별로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교원과 달리 ‘교육청’ 등의 기관

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시·도사회

복지사협회가 주도하여,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센터 설립 등의 하드웨어적인

것이 당장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협회 차원에서 운

영하는 사회복지사의 치유서비스 연계프로그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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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복지사는 대표적인 감정노

동자로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이 매우 높으며, 클라이언

트와 직장 내 동료 등으로부터의 정신적 괴롭힘 역시

많이 경험하고 있다. 또 클라이언트의 권리 못지않게

사회복지사의 인권도 존중받고 싶다는 의견이 제시되

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은 거의 없는 상

황이다. 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중 다수는 클라이언

트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 사회복지사는 매

우 심각한 경험을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5]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특히 노출되어 있는 사회

복지사, 예를 들어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많은 정

신적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우선적으

로 별도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여기에 의무

적으로 트라우마 검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시·도차원에서 실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이 국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사회복

지사의 ‘쉼’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제공하

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서울시

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기근속 휴가제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사 자신의 복

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장기근속휴가제로 인해 발

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휴가보장을

위해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실질적인 쉼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동료들 사이의 연대를 촉진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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