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 

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5, No. 2, 2013. 5, pp. 103-130

기든스(Giddens)의 성찰성 이론을 통한 임파워먼트의 재해석 

-통합적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에 대한 탐색- 

 최 명 민+
9)

(백석 학교)

  김 기 덕++
10)

(순천향 학교)

[요 약]

역사 속에서 사회복지가 하나의 전문직으로 등장한 이래 거시와 미시이론, 구조와 주체,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 간 긴장과 갈등이라는 이론적, 실천적 이원화(dualism) 이슈들이 존재해 왔으며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생태체계론와 임파워먼트는 통합적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노력으로 사회복지 실천이론의 발달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정교한 통합적 실천 패러다임으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사회비판이론으로 등장한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이 통합적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 모색에 중요한 기여

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사회과학의 고질적 논쟁인 개인-구조의 이원성에 대한 통합

적 설명을 정교하게 제시하는 동시에 근대-탈근대 논쟁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되

어 온 성찰성 이론은 사회복지의 이원화 이슈 극복에도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특히 성찰성으로 

표현되는 인간주체의 능력에 대한 재발견과 이를 통한 비판적 사회복지실천의 가능성은 사회복지가 지

향하는 본질적 가치와 이념과도 적절히 부합하고 있어 임파워먼트를 발전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토

대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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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1)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의 분절화

본 연구는 현재 사회복지실천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보다 논리적이고 정교한 통합

적 패러다임의 정립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생태체계론이 사회복지 역에 도입되면서 커다란 

진전을 보 던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패러다임 구성은 이후 임파워먼트(empowerment)1)가 등장하

며 발전적인 논의를 촉발하 으나 현재는 이론적, 실천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

는 지금까지 의미 있는 기여를 해온 생태체계이론과 임파워먼트가 현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패러

다임이 요구하는 이론적 치 함과 ‘통합’의 관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한

계를 직시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론을 거쳐 임파워먼트까지 진행된 통합적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에 

한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안적 기제로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의 유용성을 검토해 보

고자 한다. 성찰성 이론은 성찰성(reflexivity)2)을 핵심으로 구조화이론(structuration theory)이라는 

순수이론과 이를 현실사회에 적용한 성찰적 근 화(reflexive modernization) 이론, 그리고 이런 입장

의 규범적 기초가 되는 유토피안 현실주의(utopian realism) 이론이 성찰성을 중심으로 상이한 차원들 

간에 긴 하고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중 구조화 이론은 거시-미시 접근 간 단절, 구조-주체의 

이원성이라는 사회복지의 전통적 논쟁을, 성찰적 근 화론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근 -탈근  논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는 분석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패러다임으로서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이 가진 장점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

내기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그간 사회복지학계에서 가장 표적인 통합적 접근으로 인정되어온 생태

체계이론과 비교를 시도한다. 그리고 이 생태체계를 기반으로 설명되고 있으면서 사회복지실천의 규

범성과 정향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임파워먼트를 주요 분석 상으로 하여 기든스 이론이 가진 통합성

을 논증할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사회복지가 전문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래 분절화

(divide) 혹은 이원화로 상징되는 이론적, 실천적 논쟁이 첨예하게 전개되어 왔다(Specht and 

Courtney, 1994; Haynes, 1998; Gibelman, 1999; Kondrat; 2002; Pease, 2003; Brooks, 2008; 

Wheeler-Brooks, 2009). 이러한 분절화 논쟁의 핵심은 사회복지실천이 개인이나 가족과 같은 미시적 

1) 사회복지에서 임파워먼트는 모델, 이론, 접근, 또는 패러다임으로 등으로 지칭되고 있으나 여기에서
는 편의상 이를 통칭하여 ‘임파워먼트’로 표기한다.

2) 성찰성, 혹은 재귀성이라고 번역되는 reflexivity는 기든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어가 아니라 고전사
회학의 전통으로부터 기든스로 이어진 역사적 존재로서 다양한 사회학 이론의 중심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김상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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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문제해결과 기능향상에 주력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사회(general society)를 상으로 거

시적 차원의 구조변화와 개선을 도모해야 하는지 여부이다(NASW, 2003). 물론 사회복지의 상이자 

존재 근거인 사회가 개인과 구조라는 두 가지 실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동안

의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기능 및 구조의 본질과 역할, 특히 자아와 사회 간의 관계는 서로 거리를 좁

히지 못하고 때로는 립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러한 립은 사회복지실천의 본질 규정 및 

실천 활동의 유형과 관련해 명백한 분기를 초래해 왔다(Pease, 2003; Wheeler-Brooks, 2009). 이러한 

전통적 분절화 논쟁에 더해 최근에는 사회복지를 둘러싼 근 와 탈근  논쟁과 중첩되며 더욱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분절화 논쟁의 핵심에는 현재 사회복지실천이 근 화(modernism)의 

산물로 사회복지의 고유 이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 적 사회복지실천

을 해체하고 탈근 적(postmodern) 전망을 가진 사회복지실천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한 

첨예한 입장 차가 놓여 있다(Pozatek, 1994; Atherton and Kathleen, 2002; Hugman, 2003).

이와 같은 사회복지실천의 분절화 혹은 이원화 현상이 사회복지 발전과정에서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논쟁의 혼란은 전문가의 역할, 실천지식의 본질, 전문직 관계와 

같이 사회복지 실천의 사명에서부터 실천이론, 실천전략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는 것으로서 사

회복지 실천의 존재이유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 기든스(Giddens)의 성찰성 이론의 분절화 통합 가능성

이러한 배경에서 구조와 개인, 자아와 사회, 근 와 탈근 의 분절화를 통합적으로 극복하려는 사

회복지연구자들에게 기든스가 제시하는 사회이론은 매력적인 패러다임으로 다가온다. 하버마스, 푸코

와 더불어 당 의 사회이론가로 평가받고 있는 기든스(김호기, 2001: 98)의 논리는 한 마디로 개인과 

구조의 통합적 설명, 근 와 탈근  논쟁의 극복, 전통과 근 에 한 새로운 이해로 요약될 수 있다

(오경석, 2004; 김윤태, 2006; 2007; 임운택, 2006; Miri, 2009). 뿐만 아니라 성찰성(reflexivity)으로 

표현되는 인간주체의 수행능력에 한 재발견과 이를 통한 비판적인 사회적 실천의 가능성에 한 전

망은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이념과도 상당한 친 성을 보인다(Kondrat, 2002; Ferguson, 2004).

사실 기든스 이론이 가진 통합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잠재력과 함의는 20세기 후반부터 사회과학에

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나 사회복지 특히 사회복지실천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상 적으로 늦은 

편이다(Ferguson, 2004; Webb, 2006; Gray, 2008).3) 이렇게 도입이 지연된 표적 원인으로 지목되

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든스 이론이 가진 방 함과 추상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회복지 

실천분야에 쉽게 활용되기 힘들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에 소개된 기든스 이론이 주로 

3) 한국 사회복지학계는 그 지연 정도가 더욱 심하여 제3의 길 논쟁이나 사회투자국가론을 통해 간접
적으로 기든스 이론을 언급한 연구들을 제외하고 기든스를 통해 사회복지를 본격적으로 조망한 연
구로는 이혁구(1999), 조성우(2006), 황보람(2009) 정도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그의 성찰성 이론이 
가진 사회복지 전반, 혹은 정책 및 실천에 한 함의를 논구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
는 사회복지실천이론, 즉 임파워먼트나 생태체계론에 관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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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로 불리는 정치이론과 ‘사회투자국가’로 상징되는 복지국가 개편론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기

든스의 정치전략은 전통적 복지국가 옹호론자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왔고(Garrett, 

2003) 이런 점이 사회복지실천에서 기든스 이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으

로 보인다(Wheeler-Brooks, 2009: 138). 하지만 구조와 개인의 관계를 근 화 논쟁과 관련해 통합적

으로 설명하려는 기든스 이론의 전반적 구조와 더불어 핵심 개념인 주체의 수행(performance), 성찰

성, 친 성(intimacy), 생활정치(life politics)와 해방정치(emancipatory politics) 등이 사회복지실천과 

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Taylor and White, 2000; Fook, 2004; 

Webb, 2006).

이러한 이론적 논쟁과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사회복지 실천분야가 기든스의 성찰적 

근 화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역이라고 전제한다. 특히 현 시점에서 사회

복지 실천의 근간을 이루는 임파워먼트는 기든스 이론체계의 통합적 설명력을 검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많은 선행 연구들이 증명하듯 임파워먼트는 단순히 사회복지 실천전략으로 제한된 개별 이론

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한 논리적 이해와 윤리적 전망 그리고 실천이론이 통합된 형태로 존재한

다(김인숙․우국희, 2002; 정순둘 외, 2007). 따라서 임파워먼트는 개별 이론을 넘어서는 하나의 관점

인 기든스의 사회이론이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으로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적절

한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임파워먼트 개념 자체가 개인과 구조의 분기, 근 와 탈근  논의

의 분절에 따른 상이한 역할과 전망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Baistow, 1995; Pease, 

2002; Askheim, 2003). 이는 분절화를 극복하는 통합적 사회이론으로서 기든스 이론의 가능성과 한계

를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셋째, 임파워먼트는 현재까지 사회복지실천의 통합모

델로서 가장 진전된 형태이면서도 사회복지실천의 이중초점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과학의 

이론을 수용하여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박시종, 2001). 

3) 논문의 구성과 내용

성찰성 이론으로 임파워먼트를 재해석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접근을 시도한다. 먼저 사회복지실천분야에서 전개되었

던 통합적 실천의 노력을 생태체계론과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생태체계론과 임파워먼트가 

가진 통합적 패러다임으로서의 한계는 이에 한 안으로서 기든스의 성찰적 이론의 도입 배경이 된

다. 무엇보다 기든스의 이론체계가 개별적 사회이론들의 병렬적 모임이 아니라 분석이론과 철학이론 

그리고 실천이론이 통합되어 구조화된 하나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핵심 쟁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 실천의 위한 통합적 패러다임이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으로 충분히 모색될 수 있는가의 여부이고 이는 임파워먼트의 재해석을 통해 규명될 것이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든스의 구조화론이 인간주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주체의 성

찰성은 어떻게 정립되는지를 검토하고 이 논의가 사회복지 실천의 전통적 분기인 구조와 개인의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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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분석된다. 이어서 성찰적 근 화론을 통해 근 성과 탈근 성의 극

복을 지향하는 기든스의 논의가 어떻게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시 성 논쟁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검토

된다. 이를 통해 임파워된 성찰적 주체가 현실사회에서 자신의 성찰성을 구현하는 과정에 필요한 조

건과 토 들에 한 논의들과 아울러 기든스의 성찰적 근 화론과 임파워먼트의 만남을 통해 구성한 

통합적 사회복지실천에 요구되는 전문직 교육의 내용과 역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성찰성에 한 전

망도 언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내용적 수준에 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비록 본 연구의 궁극적 지향이 사회

복지실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도 연구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회복지 실천활동과 전략을 주로 다

루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초점은 사회복지실천이 가진 사회이론적 입장, 규범적 정향, 분석의 개

념틀 등과 같은 패러다임 차원에 있다(Guba, 1990).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체계이론과 임파워먼트가 

가진 실천 패러다임적 성격에 해 논의를 집중하고자 하 다.

2. 통합적 패러다임을 향한 사회복지실천의 여정(旅程)

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발달과정은 미시와 거시, 기능과 구조의 이원구도를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사회복지실천에 내재한 고유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부적응적인 개인의 교화와 치유에 초점을 두었던 자선조직협회와, 지역주민의 자생력과 연 를 강

화하고자 했던 인보관운동이라는 두 가지 갈래에서 시작된 사회복지실천은 이후에도 개인기능과 사회

구조의 이원화된 궤도를 그리며 발전해 왔다(양옥경 외, 2010). 그러나 개입 상과 실천방법이 점차 

세분화되고 관련된 이론과 관점이 다양해지면서 과연 개인과 구조 모두를 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하여 

연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1) 생태체계론의 기여와 한계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층위의 상들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메타 패러다임으로서 생태체

계관점의 출현은 사회복지실천의 화두인 다양한 상과 방법론의 통합이라는 지난한 과제를 해결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생태체계관점은 흩어져 있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하나로 묶어주는 개념적 기반

이 되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4) 각 상과 위계에 따라 필요한 이론이나 모델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충의 틀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이는 사회복지의 통합적 방법론으로 이어져 전문직 정체성 형

성에 기여하면서 타전문직과의 차별성을 보다 뚜렷이 해주었다. 그러나 생태체계관점은 그 기여에 못

지않게 상당한 비판 또한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4) 일반주의 사회복지사(generalist)에 한 논리적 기초를 제시한 것이나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의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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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의 기본이자 핵심 단위인 인간 주체에 한 인식과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존엄성을 기본으로, 인간에 의해 인간을 상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실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실천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관점이나 이론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천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생태체계론은 인간을 환경에 속한 존재로서 더 큰 

사회환경과 교류하는 개방적 유기체로 간주하여 인간과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간의 적응을 중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이 고유한 삶의 주체로서 어떤 심리적 기제나 의지, 또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Kondrat, 2002).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고유한 

역할이나 클라이언트5)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제한을 가져와서 사회복지사를 변화매개체계로 

규정할 뿐, 사회복지사의 덕목,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

의 방향 등을 내용적으로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점은 생태체계론이 가진 

추상성과 불확실성, 논리적 연결성 부족, 과도한 포괄성 및 일반화와 더불어 사회복지 전문직의 일관

성을 성취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Wakefield, 1996a; 1996b).

둘째, 생태체계론에 한 가장 핵심적 비판은 이 이론이 다양한 사회체계들을 함께 고려하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개념화하고는 있지만, 그 논리적 연결이 추상적이고 기계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

면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와 같은 단위 체계들을 마치 큰 인형을 열면 더 작은 인형들이 들

어있는 중국 인형과 유사한 층위로 제시하고 있다(Kondrat, 2002). 따라서 이들이 에너지의 교류를 

통해 상호작용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간에 에너지 교류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

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한 설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Wakefield, 1996a; 1996b). 이렇

듯 생태체계론은 이론으로서의 내용적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에서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왜 해야 할지에 한 규범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서진환 

외 역, 2001: 251).

결국 생태체계관점은 총체적 시야를 확보하는 데에는 기여하 지만 이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사

유하고 어떤 역사성이나 방향성을 갖고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틀로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를 면

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시 말해 생태체계론은 가장 미시적인 인간체계과 그 내면에 한 설명도, 보다 

큰 사회환경으로서 거시적 권력체계의 역동도,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도 충실히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으로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하겠다.

2) 임파워먼트의 기여와 한계

임파워먼트는 생태체계관점이 가진 통합적 기능성을 견지하면서도 그 내재적 한계를 개선할 수 있

는 사회복지실천의 새로운 접근으로 등장하 다. 그러나 임파워먼트는 완전히 새로운 실체라기보다는 

5) 클라이언트가 갖는 수동적인 수혜자의 부정적 의미를 탈피하고자 서비스이용자, 소비자 등의 개념들
이 사용되지만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의 전형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로 
클라이언트의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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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체계 관점 위에서 사회복지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던 강점중심의 접근이 재부상한 것으로 주로 

이해된다(양옥경․김미옥, 1999). 다시 말해 임파워먼트는 중립적인 자연과학적 논리가 중심이 된 생

태체계론에 인간적 온기를 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생태체계론이 인간을 체계의 일부로 간주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궁극적으로 에너지 

교류로 환원하는 기계적 논리를 갖고 있다면, 임파워먼트는 인간을 각기 고유한 감정, 생각, 목표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보며, 권력이 작동하는 체계와 관계 속에서 억압받고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더 

나은 환경을 창출해 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는 것으로 바라본다. 그런 측면에서 임파워먼트는 

생태체계론과 마찬가지로 미시에서 거시에 이르는 체계들을 아우르면서도 인간을 자율적으로 사고하

고 자기 삶과 환경에 해 잘 알고 있는 존재로 설명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에 기반한 지향점

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최명민 역,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파워먼트에서도 여전히 해결되

지 못한 이슈들이 남아있다.

우선 임파워먼트는 외부환경을 이해함에 있어 생태체계론과 달리 권력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부각

시켜 이를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변화의 기제로 클라이언트의 의식화를 강조하고 있

다. 그렇지만 정작 실제로 인간주체가 어떻게 의식화(consciousness-raising)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구조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제

시하지는 못하고 있다(Kondrat, 2002). 이러한 설명의 부족은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성찰성을 확보하

며 클라이언트의 성찰성을 강화할 것인가에 해 적절한 논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져온다. 

또한 임파워먼트에서는 사회환경과 구조를 억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관계를 권력의 균형과 불균

형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이 활용하고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구조의 긍정적 측면은 상 적으로 간과해 

왔다는 비판도 있다(Wheeler -Brooks, 2009). 이 경우 구조는 좀처럼 변화되기 어려운 상으로 인식

되며, 인간주체와 사회구조의 이분법은 더욱 고착될 수 있고 바로 이로 말미암아 사회구조의 변화를 

향한 노력은 오히려 위축되기도 한다. 따라서 임파워먼트의 철학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구조의 변

화에 더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미시적 임파워먼트에 더 치중하게 되는 괴리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박시종, 2001; 양옥경․최명민, 2006; Skehill, 1999).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임파워먼트를 둘러싼 근 와 탈근 적 입장 차이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즉 근 주의는 진정한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지배담론의 억압적 서사를 재구조화하고 해방 전략을 

재창조하기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는 강경한 비판주의의 입장을 보인다(Stepney, 2006), 반면 탈

근 적 입장에서는 임파워먼트 논리의 핵심인 파워 개념이 오히려 권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설정된 이

분화된 구조를 통해 반(反)임파워먼트 효과를 초래하므로 전문적 실천에 내재된 권력의 개념에 주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aese, 2002). 이렇듯 임파워먼트를 둘러싸고 전문가와 전문적 실천에 

해 근 와 탈근 의 상반된 주장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결국 임파워먼트는 생태체계관점의 한계를 일부 극복하면서 보다 발전된 사회복지실천의 철학과 

개입방향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통합 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패러다임으로는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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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든스(Giddens)의 성찰적 근대화론에 대한 이해

1) 기든스 이론의 기본 구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기든스 는 제3의 길로 상징되는 현실 개입 지향의 사회학자로

만 한정될 수 없다. 기든스의 사상은 현재 알려진 몇 가지 사회학 이론과 정책적 전력만으로 결코 충

분하게 설명될 수 없으며 그의 전공 역인 사회학을 넘어 철학, 역사학은 물론 정치학과 경제학을 

아우르는 비판사회이론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김호기, 2001: 4). 그렇다면 서구 사회학 이론을 아우르

고 심리학과 철학, 민속방법론과 정신분석학 등을 통합하며 근 와 탈근  논의를 넘나드는 그의 방

한 이론체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할까?

기든스의 이론체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하고 복잡해 보이는 그의 사상이 매우 

일관된 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고전사회학에서 현  사회학, 하이데거

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근 와 탈근  논쟁을 가로지르며 현실정치의 방향과 전략까지 언급하는 방

한 기든스의 사상체계는 세 가지 다른 차원의 논의가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다양한 주제와 

역으로 변주되고 있다. 이 세 차원이 바로 순수이론인 구조화 이론, 현실사회 분석이론인 성찰적 근

화 이론 그리고 이들 이론들의 이념적 근거로서 유토피안 현실주의이다(김윤태, 2007)6). 그리고 이 

세 이론은 독립적이거나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 성찰성 개념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다.

현 사회의 성격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행동의 본질을 성찰성이라고 파악한 기든스는 순수이

론 차원에서 인간주체와 사회구조의 관계를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기든스는 주체와 구조의 관계를 

다루는 기존 사회이론인 자원론(voluntarism)과 구조결정론, 다시 말해 주체주의와 구조주의를 비판

적으로 종합하여 구조화이론이라는 독창적인 논리를 정립한다. 그런 다음 그는 구조화이론에 기반을 

두고 본격적으로 현 사회의 성격을 해명하고, 현 성에 한 거시적 설명과 미시적 해석은 성찰적 

근 화 논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통합한다. 인간주체의 성찰성에 상 적으로 더욱 주목함으로써 현실

적 맥락을 간과하는 낙관주의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그의 비판이론은 철학적 기초인 유토피안 리얼

리즘에 한 이해를 통해서만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 기든스에게 있어 모더니즘의 과도한 규범주의

6) 많은 경우 기든스의 사상체계를 분류하면서 유토피안 현실주의 신 제3의 길을 들기도 한다(김호
기, 2001: 98). 그러나 제3의 길에 담긴 내용은 구조화이론과 현 성 담론의 논의를 통해 자연스럽
게 도출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안의 성격이 많다고 볼 수 있어 그의 사상과 이론체계의 핵심 근
거로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지금까지 상 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구조화와 현 성 논의의 철
학적, 이념적 기반을 이루는 유토피안 리얼리즘이 비판이론가로서의 기든스의 사상과 구조화 및 현

성 논의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더욱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한다(김윤태, 2006; 2007). 사회복지실천
에 적절한 패러다임으로서 기든스 사상의 비판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이 논문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3의 길과 같은 실천전략보다는 기든스의 근본적인 지향을 살펴볼 수 있는 유토피안 리
얼리즘의 검토가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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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무정부주의를 동시에 비판하는 핵심 도구가 바로 성찰성(Giddens, 1994)이며 이

러한 성찰성에 한 믿음과 현실적 제약의 이념적 기초가 유토피안 리얼리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든스의 사상은 단순히 사회학 이론을 넘어 인간과 사회에 한 총체적 분

석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틀은 성찰성 개념을 중심으로 구조화론, 성찰적 근

화이론 그리고 유토피안 리얼리즘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의 긴 한 연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주체와 구조의 통합으로서의 구조화 이론

(1) 주체와 구조의 통합적 설명

현 사회의 성격을 해명하려는 기든스 이론의 출발은 너무나 당연하게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범주

인 인간행동과 사회구조의 관계에서 시작한다. 그는 인간과 사회구조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존의 자원

론과 구조결정론의 한계를 비판하며 그 안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구조화(structuration)이론을 제시

한다.

기든스가 지적하는 자원론과 구조결정론의 공통적 문제점은 이들이 행위주체인 인간과 사회체계인 

구조 간의 긴 한 연계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들을 완전히 분절된 존재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원론은 상징적 상호작용과 해석학적 분석을 통해 인간 행위의 의미와 상호작용에 한 미시적 

설명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의미와 상호작용의 조건이자 제약인 구조에 한 논의는 담고 있지 못하

다. 반면 구조 결정론은 인간행위에 작용하는 구조의 제약은 적절히 인식하고 있으나 구조를 인간 외

부에 정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구조와 행위의 역동적인 관계를 포착하지 못한다(Giddens, 1979). 결

국 기든스의 비판점은 자원론과 구조결정론 둘 다 인간과 구조를 연결하는 적절한 개념범주 설정에 

실패하여 실천과 구조변동의 역동성을 포착하지 못한 채 인간과 구조 중 하나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론과 구조결정론을 극복하면서 인간행동과 사회구조 간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포착하기 위해 

기든스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개념이 바로 ‘주체의 성찰성’과 ‘구조의 이원성’이다(Giddens, 1979; 

1984). 이 개념들이 설정됨으로써 이제 주체와 구조는 서로 긴말하게 이론적으로 결합된다. 먼저 구조

의 이중성(duality)이란 기존의 구조주의 이론과 달리 구조가 정태적으로 주체 외부에 설정되어 제약

과 억압의 조건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수행하는 실천의 매개이자 동시에 결과로서 이중

성을 보인다는 것이다(Giddens, 1984: 74). 그리고 실천의 매개이자 결과인 구조의 역동성은 구조를 

인간의 역동적 실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규칙(rule)과 자원(resource)으로 재규정한다. 따라서 규

칙과 자원인 구조는 인간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지식의 토 인 기억과 행동으로 실

증되어 존재한다(Giddens, 1984: 377).

이러한 구조의 이중성은 실천의 주체로서 인간이 가지는 행위의 자율성, 즉 성찰적 감시(reflexive 

monitoring) 능력과 조응한다. 성찰적 감시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행위주체인 인간은 구조에 종속되어 

주어진 역할을 수행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사회적 규칙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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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현재의 관행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는 존재이며 이러한 실천(practice)의 결과로 구조

를 재조직해 나간다.

이같이 인간실천의 매개이자 결과인 구조의 이중성이 인간의 성찰성이 가진 자율성 및 실천능력과 

결합되어 사회적 관계를 역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것이 바로 ‘구조화’이

론이다(Giddens, 1984: 476). 결국 구조화이론의 주요과제는 인간의 수행이 특정한 시-공간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어 가며 동시에 구조화되어진 사회체계나 제도가 어떻게 수행에 한 제약과 

가능성을 열어주는지를 다루는 것이다(조성우, 2006; 25)

(2)  주체의 성찰적 수행과 구조변동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든스가 생각하는 인간은 성찰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능동적 

주체이다. 따라서 구조화이론의 관심의 초점은 바로 인간주체가 수행하는 실천이며 이러한 실천의 중

심에는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특정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식과 자원을 결합하여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의 성찰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주체의 성찰성은 어떻게 작동

하여 구조변동을 야기하는 것일까?

기든스에 의하면 인간행동의 성찰성이 작동하는 곳은 담론의식과 실천의식이다(Giddens, 1984). 담

론의식(discoursive consciousness)이 주체가 자신의 행동에 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스스로의 행동

을 설명하고 타당성을 부여하는 역이라면 실천의식(practical consciousness)은 주로 관행적이고 반

복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역이다.7) 사회구조 속에 존재하는 인간주체는 많은 경우 실천의식에 의해 

형성되고 작동되는 관행적 실천(social practice)을 수행한다. 하지만 담론의식을 통해 작동하는 주체

의 성찰성은 반복되는 실천과 달리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그 관행적 실

천이 문제에 직면하는 위기상황에서는 성찰성이 더 크게 작동하게 된다. 이 때 주어진 상황을 명시적

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처하는 담론의식이 작동하고 이 담론의식은 구조 내 자원과 결합하여 기

존 구조의 향을 넘어 새로운 구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즉 기든스가 주목하는 것은 주어진 구조 

속에서 관행적 실천을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자기행동을 결정해 가는 인간의 성찰적 능력이다.

2)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극복으로서의 성찰적 근대화 이론

(1) 성찰적 근대화와 새로운 희망과 불안

구조화 이론을 통해 주체와 구조의 관계를 정립한 기든스는 이를 토 로 현 사회의 성격을 분석

하고 전망을 제시한다(Giddens, 1990). 그는 현 사회를 성찰적 근 화(reflexive modernization)로 규

7) 기든스는 인간의 자아를 담론의식, 실천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는 세 가지 모습으로 구성한다. 하지
만 구조와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주체로는 주로 실천의식과 담론의식을 논의하고 무의식은 인간행동
의 동기에 향을 미치는 정도로 규정한다(Giddens, 1979). 인간주체의 능동적이고 의식적 실천에 
주목하는 기든스는 무의식의 역할과 향력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기든스(Giddens)의 성찰성 이론을 통한 임파워먼트의 재해석  113

정한다. 성찰적 근 화 역시 근 화의 연장선에 있기에 전통사회의 봉건적 요소를 탈전통화시켜 억압

과 관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근 성의 기본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게 받아들인다.8) 하지만 

기든스가 규정하는 근 는 마르크스나 파슨스 혹은 하버마스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근 화

(simple modernization)가 아니라 성찰성의 확장을 특징으로 하는 후기(late) 혹은 급진적(radicalized) 

근 화이다(Bryant and Jary, 1991).9) 그렇다면 단순 근 화와 구별되는 성찰적 근 화는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

기든스는 18세기 이후 계몽주의를 기치로 전통사회를 탈전통화시켜 나가며 본격화되기 시작한 근

화는 20세기에 접어들어 다음과 같이 새로운 변화양상과 구조변동을 보인다고 평가한다.

첫째, 기든스는 근 화의 진행이 전통적인 근 주의 비판이론가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보편적 단

계를 밟아 연속적이고 진화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이고 다원적인 방식을 보일 것으

로 전망한다(Giddens, 1990: 20-22). 과학기술의 발달로 촉발된 지구화는 인류사회의 시간과 공간 개

념을 크게 변화시켰고 이는 세계의 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사회의 다양한 기능분화를 통해 

하위체계의 의미 분화를 가져왔다(Giddens, 1994). 그 결과 근 주의가 전망했던 것과 같이 합리적 이

성에 근거한 유일하고 보편적인 진리에 의해 달성될 것으로 보 던 인간해방과 자아실현은 커다란 한

계에 직면하게 된다. 세계화가 강화되고 전통적 규범이 소멸되는 동시에 보편적 지식의 토 마저 무

너지면서 개인과 집단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자아를 형성하는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갖는 동시

에 신뢰할 만한 적절한 전문 지식의 획득에는 어려움을 겪는 자아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Giddens, 1991: 304-320).

둘째, 근 화의 심화로 진행되는 사회적 삶의 조건과 자연에 한 인위적 개입은 전통사회와는 다

른 위험들을 만들어 내는데 이 위험의 본질은 인간의 이성적 개입이 증가할수록 인위적 불확실성

(manufactured uncertainty)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에 한 처는 기존의 근 성이 지향하

는 보편적이고 확고한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며 전통적인 상징체계와 전문가 체계의 역할은 점차 약화

된다. 이제 엄격한 이성적 추론에 의해 규명된 인과관계에 따라 적용되던 단일하고 일관된 전문 지식

체계는 있을 수 없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 다원화되어 가는 개인들의 자아실현에 요구되는 확실한 

정보는 부족해진다.

이와 같이 기든스가 생각하는 근 는 이중성을 가진 근  즉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근 이다. 이

러한 희망과 불안은 신뢰와 위험이라는 동전의 양면이다. 근 화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의 자아와 행

복을 실현할 수 있는 성찰의 기회는 점점 커져가지만 동시에 개인들이 자신의 미시적 삶과 관련된 구

체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은 점점 불확실해 진다. 이는 근본적으로 근 화 초기에 주어졌던 상

징체계와 전문가 체계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과 관련해 확실한 지식과 앎을 점점 더 제공

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8) 이런 맥락에서 Giddens는 최후의 근 주의자(the last modernist)로 불린다(Mestrovic, 1998).

9) 실제로 기든스는 자신의 근 성 이론을 구축하는 출발을 표적인 근 적 비판이론의 원류가 되는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에 한 비판으로 시작한다(Giddens, 1981;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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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찰적 근대화를 통한 근대와 탈근대의 극복

근 적 이성의 보편적 적용이 한계에 직면한 후기 근 화사회에서는 근 적 기획을 전면적으로 포

기하고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탈근 적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기든

스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는 근  해방전략이 위기에 처하고는 있으나 탈근 적 실천전략을 채택

하기보다 여전히 근 적 전략 속에서 전망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첫째, 성찰적 근 화의 시기에도 여전히 근 적 기획이 가진 탈전통과 해방의 정치는 요구된다. 집

단적 제도 변혁을 추구하는 해방의 정치가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추구에 미흡하다 할지라도 이를 포

기하면 팽배해진 성찰에 한 기회를 감당하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들이 불안을 견디지 못해 근본주의

나 복고주의로 회귀하여 전통으로 복귀하려는 충동을 가질지 모른다(Giddens, 1991). 이런 점이야말

로 실제 근 화가 진전되어 성찰적 근 화로 접어든 사회에서 종종 근본주의나 봉건적 관습 등이 나

타나거나 다시 팽배하는 이유이다.

둘째, 기든스는 후기 근 사회에서 개인들이 겪는 자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자아의 성찰적 

기획과 함께 생활정치(life politics)를 안으로 제시한다. 자아의 성찰적 기획이란 자아의 형성을 개

인적, 사회적 변화에 관련된 성찰적 과정의 한 부분으로 탐구하는 것이고, 생활정치란 자아의 성찰성

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슈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정치를 지칭한다(김호기, 2001: 

109). 그런데 자아의 성찰성과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행위에 한 자율성

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이 바로 정의, 평등, 참여, 화 민주주의 등 소위 근  해방정치

의 기획이다. 즉 성찰적 근 화는 불평등에 응하는 해방정치와 자아실현에 응하는 생활정치를 양

축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호기, 2001: 111). 결국 기든스가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근

성은 과거의 해방적 잠재력만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성찰적 힘을 통해 근 성을 비판적으

로 고찰할 때 이룩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기든스가 주장하는 새로운 근 성이 성찰적 근 성

(reflexive modernity)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근 의 규범주의와 집합적 이성으로서 지식이 한계를 갖기 때문에 개인의 성찰성이 요구되는 성찰

적 근  사회는 성찰성이 부각되긴 하지만 탈현 가 아니라 여전히 현 의 내부에 속한다. 근 와 탈

근  논쟁은 성찰적 근 성으로 극복될 수 있다. 이성과 합리성에 의지하는 거 하고 보편적인 전문

적 지식이 지배하는 단순 근 성의 시 와 인간의 성찰적 능력을 원리로 삼는 새로운 근 성, 즉 성

찰적 근 성의 시 를 구별하는 것을 기든스의 기획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근 성이 가진 

암울한 결과를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결과를 최 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하상복, 2006: 142).

3) 현실과 이상의 종합으로서의 유토피아적 현실주의

(1) 유토피아적 현실주의의 의미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든스의 사상이 비판이론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면 그의 사상 속에는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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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이념적 목표와 방법론이 담겨있을 수밖에 없다. 그는 현 성이 노정하고 있는 위기와 가능

성에 한 자신의 안적 정치철학으로 유토피안 현실주의(utopian realism)를 제시하 다(Giddens, 

1990). 유토피안 현실주의란 현실적 조건이나 실현가능성에 근거하여 유토피아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Giddens, 1994: 249). 그렇다면 기든스가 제시하는 유토피안 현실주의에서 유토피안적인 것은 

무엇이며 현실적인 것은 무엇인가?10)

기든스가 말하는 유토피안적인 것으로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따르는 비판이론들이 추구하는 해방

정치(emancipatory politics)를 들 수 있다. 해방정치는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개인이나 집단에 한 착

취, 억압,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관계나 제도를 극복하려는 집단적 노력을 의미한다(Giddens, 1991: 

210-214). 하지만 이러한 해방정치 전략은 근  초기에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새로운 성격의 위험

이 팽배하는 동시에 개인적, 사회적 성찰성이 확 되는 후기 현 사회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

다. 즉 해방정치의 기획이 후기 현 사회의 변화하는 조건과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

통적 해방정치가 지향하는 유토피안주의는 문자 그 로 유토피안주의에 그치고 말 것이다. 기든스의 

설명에 의하면 근  초기의 해방정치가 추구하던 기획은 이제 성찰적 근 화시기에는 실현이 불투명

한 비관적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관적 현실주의가 다시 유토피안적 희망을 가지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해 기든스는 현  비판이론은 포스트마르크스주의여야 하며 과거 유토피아주

의가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주의와 결합해야 하는데 그 현실이야말로 변화된 후기근 성에서 

확인되는 개인과 사회의 성찰성이라고 답하고 있다.

 (2) 성찰적 근대화 사회와 유토피안 현실주의의 전망

기든스는 자신이 제안한 유토피안적 현실주의가 그런 전망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속에 새롭고 독창

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것이 바로 성찰성이라고 믿는다. 그의 인간과 사회에 한 고유

한 견해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이 의도한 바를 전적으로 수행하진 못하지만 지속적 성찰을 통해 지식

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이고, 사회 역시 시간과 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해 다양한 하

위체계들로 분화하며 상호작용과 통합을 필요로 하는 성찰적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고 전망한다. 그렇

다면 인간과 사회에 한 이러한 기든스의 철학적, 이념적 전망이 현실적 비관주의를 넘어 구체적으

로 실현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성찰적 현 사회의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은 무엇일까?

성찰적 근 화시 의 비판이론이 담아야 할 현실성은 한마디로 후기 현 사회에서 탈전통화와 지

구화로 강화된 개인의 성찰적 가능성이다. 행위자의 선택가능성 증가로 인해 강화된 성찰성에는 자기 

존재의 사회적 조건을 반성하고 그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기 현 사회

의 비판이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방정치를 통한 억압적 제도의 해방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의 라

이프스타일에 한 선택 확 를 통해 자아정체성과 자아실현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증가된 개인화와 강화된 성찰성의 향으로 확 된 하부정치를 활성화하면서 자아실현에 초심에 

10) 유토피아는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되지 않은 인간적인 희망에 내용에 한 전망’을 제
시함으로써 미래사회상을 선취하여 보여주는 예지적 기능, 기존현실에 한 비판적 기능,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역동성과 변혁적 의식을 고취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손성철, 2002: 203-204).



116  한국사회복지학 제65권 제 2 호

둔 생활정치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손철성, 2002: 221-223). 예컨  과거 전통적 해방정치

에서는 깊이 고려되지 않았던 개인의 정체성 형성, 가족구성원의 정체성 형성, 권력분석과 민주성에 

한 고민 등이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든스가 취하고 있는 유토피안 현실주의는 한마디로 해방정치와 생활정치

의 결합으로 볼 수 있으며 달리 표현하자면 현 사회의 구조적 비관주의와 성찰성으로 표현되는 행위

자의 낙관주의에 한 그의 이념적 전망이 적절히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윤태, 2007: 51).

4. 기든스(Giddens)의 성찰적 근대화론과 임파워먼트의 만남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통합적 패러다임으로서 생태체계론은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임파워먼트

는 이념적 주장은 있으나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안으로 앞

서 살펴본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성찰성 이론이 사회복지실천에 제공할 수 있

는 함의를 성찰적 존재로서 인간주체론의 확립, 미시-거시 실천의 통합적 구도 제시, 근 와 탈근  

이분법 극복을 통한 사회복지실천 방향의 제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구조화론은 성찰적 존재인 인간 주체 및 그 수행과 긴 히 연관되고, 성찰

적 근 화론은 성찰적 주체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 성찰적 존재로서 인간주체론 확립

임파워먼트에서 인간은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환경과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불균형한 사회구조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차

원에서 클라이언트는 자기 삶과 환경에 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 간주된다(정순둘 외, 2007 : 60). 

이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역량은 바로 의식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부당한 억압에 항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며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구조로부터 해방에 이를 수 있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가 된다(최명민 역, 2007 : 28).11) 

인간주체에 한 이와 같은 묘사는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에서 바라보는 인간상과 거의 일치한다. 여

기서 중요한 점은 구조화이론을 중심으로 한 성찰성 이론이 바로 임파워먼트의 이러한 ‘주장’에 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든스는 인간의 인식 또는 인지 구조를 무의식적 충동(unconsciousness 

motives), 실천의식, 담론의식으로 구분하고 관습적 지식이 일상적인 실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

면서 사회적으로 합리화된 행위(rationalized action)이자 상식(common sense)으로 작동하는 것을 일

11) 최명민 역(2007)에서는 임파워먼트에 한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주제
와 같이 이러한 논의들을 성찰성 이론과 같은 체계적이고 단일한 패러다임으로 통합하여 설명하고
자 하는 노력은 관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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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지식(mutual knowledge)이라고 규정하 다(Giddens, 1984 : 4-7).12) 이와 같은 논리는 전통적

인 정신분석학의 인간의 심리구조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인식주체로서의 인간에 한 이러한 이해

는 정신분석학의 의식구조에 한 지형적 분류를 넘어서서, 인간이 어떻게 타인과 공유된 일상을 

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각을 통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하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임파워먼트실천의 핵심 요소인 ‘의식화’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모순을 인지하고 그런 현

실 속의 억압적 요소들에 항하여 행동을 취하는 법을 습득하는 것’으로 간주할 때(Freire, 1996 : 

15), 기든스의 주장, 즉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실천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경우 성찰성을 통해 새로운 

구조를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구조화이론의 논리는 바로 그 의식화의 기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기든스의 이론체계에 의하면 여기서 자아는 ‘성찰적 기획(reflexive project)’이 되는 것

이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임파워먼트를 위해 개입할 때 그 주요 지점은 인간의 자아, 그 중

에서도 인간의 의식/지식이며, 특히 문제 상황 속에서도 자각이나 성찰 없이 이어오던 습관적이고 관

행적이었던 개인의 실천인식이나 일상적 공동 인식이 그 주요 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준다. 그리

고 이를 변화시키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습적 의식들을 담론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명시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제도적

인 해방정치 뿐 아니라, 성찰성을 갖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선택하며 자신의 삶의 기회를 창출해 가는 

개인들의 삶의 계획과 ‘생활정치’를 촉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김기덕 외, 2012 : 

43-44).

그러나 성찰적 수행이 누구에게나 쉬운 과제는 아니다. 인간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관습에 

따라 변화를 거부하기도 하고 새로운 선택에 한 미지의 두려움으로 인해 부조리한 현 상황을 합리

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을 극복하고 실천의식과 담론의식 수준에서 합리적

으로 사고하며 새로운 선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조성과 지원이 제공되

어야 한다(Burridge et al., 2010). 다음의 노숙자 지원센터 사례는 이러한 논지에 근거하여 인간의 성

찰성이 갖는 의미와 교육적 개입이 인간의 성찰성에 미치는 향을 잘 보여준다.

술과 때에 찌든 모습이 싫어 화장실 거울도 보기 싫었던 사람들. 원히 공부와는 인연이 멀어 보

던 사람들.., 서울역, 을지로 입구 지하철역, 서소문공원이 자신의 주소지 던 사람들. 처음 이 (인문

학) 학교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의 면면들이었다. 그리고 1년 뒤, 졸업생들은 이렇게 고백한다. “인문

학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만든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울을 만들었다. 거울을 통해 

이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 인문학이 나에게 준 건 깨지지 않는 거울 하나 다,” “나는 이곳에서 

배웠다. 인간이 무엇인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아를 어떻게 형성

할 수 있는가, 내가 왜 가난하고 무시당하는가” (중략) 성공회 ‘다시서기센터’가 2005년 가을 문을 연 

성프란시스 학 인문학 과정은 1년 동안 ‘배울 뜻 있는 노숙인’들에게 문학․철학․역사․예술․글쓰

12) 실천의식, 담론의식, 일상적 의식(consciousness)은 실천지식, 담론지식, 일상적 지식(knowledge)과 
혼용하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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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다섯 과목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중략) 난생처음 인문학을 공부하며, “내가 인간이라고 생각

하면 더욱 비참해진다”던 노숙인들은...‘자존감’을 경험하게 되었다.(한겨레 2012. 11. 16.일자 기사 “노

숙자가 무슨 인문학을…당신의 편견, 깨졌습니다”)

이 사례는 일반적으로 성찰성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노숙인에게도 적절한 성찰의 기회가 주어진다

면 바람직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인간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결정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도 아니라는 기든스의 인간관은 사회복지의 실천적 개입에 더욱 의미를 

부여해 주며(Kondrat, 2002), 아울러 이러한 성찰성을 강화하는 기제로 성찰적 환경 조성과 화를 

통한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 역시 분명히 제시해 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성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화를 통해 성찰을 촉진하며 

필요하다면 개인의 성찰을 서로 공유하게 함으로써 공동의 성찰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

히 비판적 사고에 의한 화 없이는 소통도 없고 소통 없이는 진정한 배움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Freire, 1996), 사회복지사에게는 비판 의식에 기초하여 화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하여 사회구조의 변화로 연결되는 부분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교육훈련에 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

는 다음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2) 미시-거시 실천의 통합적 구도 제시

앞에서 살펴본 인간의 성찰성에 기초한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은 개인과 사회구조가 갖는 관계의 역

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임파워먼트를 더 정교화 할 뿐 아니라 그 실천방법 역시 보다 실질적으

로 제시해 줄 수 있다. 임파워먼트나 구조화 이론 모두 미시와 거시, 인간주체와 사회구조를 포괄하며 

개인의 의식화를 통해 사회상황에 한 인식을 고양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해 액션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한 논리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림 1>  임 워먼트의 역  이들 간의 계(출처–Adams, 2008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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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간에는 체계들 간 관계를 인식하는 측면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1>의 

체계들의 구조도에서 보듯이 임파워먼트에서는 생태체계관점과 마찬가지로 하위체계가 상위체계 속

에 속하는 구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하위체계가 상위체계의 규제 또는 억압을 받는 관

계가 중심이 되므로 하위체계의 입장에서 이러한 주된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

로 어려운 시도가 되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각 단위 체계들 간의 관계는 상호적인 교

류가 전제되어 있기는 하나 이들 간의 교류나 향이 어떤 내용인지, 또는 어떤 역동으로 진행되는지

를 설명하지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파워먼트는 상위체계의 통제가 억압적이고 불합리할 경우 사회행동을 통해 

이에 한 변화를 시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김혜란 외 역, 2006). 그러나 임파워먼트는 이러한 당

위성을 실천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

파워먼트의 논리는 추상적이고 수사적이어서 결국 임파워먼트를 목표로 한 개입을 개인 중심적으로 

만들고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kehill, 

1999).

<그림 2>  구조화의 역동과 이원성(출처 - Burridge et al., 2010 :26)

아울러 임파워먼트의 내부에는 미시적인 개체주의적 접근과 거시적인 구조주의적 접근이 아무 중

재나 매개 장치 없이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실

제 실천에서는 개인의 무기력과 의존성에 한 개입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박시종, 

2001). 그리고 이러한 논리적 공허함으로 인한 현상들이 실제 한국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도 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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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된다는 조사연구도 보고되고 있다(양옥경․최명민, 2006).

이에 비해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에서는 개인주체와 사회구조의 관계를 엄격하게 분리된 것으로 보

지 않는다(<그림 2> 참조). 신 이들 간의 관계는 상호적이며 재귀적인(recursive) 것으로 이해하면

서 사회구조가 위협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군림하는 제약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목표로 하

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가능자이기도 하다고 본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시수준의 사회적 

실천은 거시적 결과를 가져오고 거시적 결과는 다시 미시수준의 사회적 실천의 조건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실천이 관행적으로 수행되어 구조로 생산되며 이렇게 생산된 구조는 

다시 실천가의 수행을 조건화시켜 결국 수행이 재생산에 기여하게 만드는 이중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

이 경험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조성우, 2006). 이렇듯 구조화이론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관련성을 

구성하는 내적 기제 또는 동학을 설명해준다는 유용성이 있다(이기흥 역, 2005). 즉 사회구조란 정태

적 완결체가 아니라 사회적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투쟁하고 극복해야 하는 고정

된 상이라기보다는 역동적인 사회적 과정이다. 그리고 이는 개별주체들과 사회구조가 재귀적으로 

상호 창조되는 현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에서도 개인-구조 간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

어나서 상호 ‘관계’차원에서 새로운 임파워먼트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Wheeler-Brooks, 2009).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인간이 ‘성찰적 감시’기능을 통해 사회구조를 구성하며 그 과정에

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자원’과 ‘규칙’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Giddnes, 1984). 이와 

같이 사회구조를 자원과 규칙이라는 실체로 구체화하고 이것이 다시 권력이 되어 인간의 의식과 행동

으로 연결된다고 한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은 구조변화를 향한 임파워먼트 실천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

어야 하는지를 가시적으로 제시해 준다(Giddens, 1984 : 377). 결국 기든스의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임파워먼트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든스의 주장이 행위 주체에 해 너무 낙관적이며 사회구조의 억압적 책임을 간과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도록 한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다(Anderson, 1992: 212; 

Collins, 2009). 하지만 사회구조를 주로 억압적이고 막강한 외부세력으로만 강조하고, 인간을 외부환

경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 존재로만 규정하는 것이 사회과학 이론으로나 사회복지의 가치지향 면에

서 과연 균형적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또한 실천적 측면에서도 구조주의적 입장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성찰과 변화를 모색하는 입장을 

상 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 임파워먼트가 거시적 실천을 이념적으로 강조하더라도 실천현장에서는 

매번 거 구조와 투쟁해야 한다는 사실에 압도되기 쉽고 그 실천방법에 해서도 모호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억압을 기존의 임파워먼트 논리에서처럼 피억압자와 외부 억압자의 이

분 구조로 이해하기보다는 사회관계로 이해하고 그 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실용적이

고 효과적이라는 주장(Wheeler- Brooks, 2009)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성찰을 서

로 공유하면서 공동의 성찰과 행동으로 형성해 가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Kondrat, 2002; 

Burridge et al., 2010).

다음에 제시되는 실천 사례는 이러한 기든스의 논리가 임파워먼트를 지향하는 사회복지 실천에 훌

륭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례는 B복지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지역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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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사례집의 일부내용을 가능한 그 로 살려서 요약, 정리한 것이다.

지역주민조직화의 목적은 지역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지만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이를 실현하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다. 해당 지역은 저소득 가정이 

부분으로 아이들은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오랜 시간 방치되거나 가정해체, 알코올중독으로 무기

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아이들은 양부실, 좁고 지저분한 학교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경제적 박

탈감, 애정결핍에 더해 폭력과 방임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해줄 수 있

는 일은 많지 않았고 그나마 시설의뢰나 방과후 교실 연계 같은 것이 있었지만 이는 광범위한 지역아

동문제에 비한다면 매우 소극적인 응이었다.

아동방임 문제를 사회복지사가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고민에서 지역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

안으로 아이사랑모임이 시작되었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를 토 로 방임아동

을 돌볼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되었다. 인적자원을 위해 ‘교육’방식을 고민하고 물적 자원을 

위해 공동모금회에 제안서를 제출하 다. 사업이 진행된 몇 년 후 이제는 주민이 중심이 된 회원들이 

방과 후에 15명의 아이들과 함께 하며 텃밭을 가꾸고 숙제를 돌봐주고 간식을 만들어 주고 책을 읽고 

있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 동사무소, 구의원에게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호소했던 것도 회원들

이었다. 아이사랑모임은 복지관 방과후 교실보다 규모는 작지만 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 하며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이 공부방은 종착

점이 아니라 지역의 아동들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거쳐 가는 하나의 관문이다(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연구기획팀, 2007: 81-84).

이 사례에서 보듯 성찰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사들은 현실 문제(지역사회 아동의 열악한 상황 방치, 

사회복지사 중심의 실천이 갖는 한계)를 자각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실천을 

수행하며(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식화, 지역주민 조직화) 이 과정에서 기존 자원(공동모금회, 관공

서, 구의원 등)을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규칙(수혜자로서 지역주민이 아니라 참여하는 동반자이자 지

역사회 문제해결자로서 지역주민의 자리매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생활규칙들)을 형성해 나간

다. 이러한 성찰적 수행의 결과물인 새로운 구조(방과후 교실, 관련 지원기관 등)는 다시 사회복지사

와 아동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삶을 구성하고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정치인은 

외부규제자나 통제자라기보다는 사업의 잠재적 지지자이자 도움제공자로 재구성되고 있다. 또한 개입

의 초점이 되는 사회구조는 자원과 규칙으로 명료화되어 사회복지사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보다 구

체적인 활동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하 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학습과 성찰, 지역주민의 의식화는 자원 활용 및 규칙 변화와 서로 분리된 활

동이라기보다는 연계와 순환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임파워먼트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은 구조와 권력을 인간주체의 성찰적 기능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과 규

칙이라는 개념적 실체로 제시하고, 억압의 존재와 억압의 극복을 모호하고 분리된 외부 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주체와 구조가 재귀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변화될 수 있는 관계와 과정으로 규정함으로써, 

진정한 임파워먼트를 위한 가시적 전략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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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대와 탈근대 논란 극복을 통한 사회복지실천의 방향 제시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이 성찰적 주체의 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러한 성찰성을 요구하는 사

회 환경과 근  및 탈근 의 동시 극복을 통한 성찰성 작동의 조건 설정에는 성찰성 근 화론을 적용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근 와 탈근 의 이원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성찰적 근 화론의 논리는 이러한 

논쟁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사회복지실천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에서 근 성이 가지고 있는 함의에 해서는 복합적인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사회복지실천이 전근 성을 벗어나지 못할 때 클라이언트의 권한은 적절하게 존중되지 못하고 비

민주적 관계 속에서 일방적 온정주의가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며 전통에만 집착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근 주의에 의해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실천의 성과를 과도하게 중시하게 되면 도구적

이고 기계적인 논리나 성과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기 쉽다(최명민, 2011; Lam et al.,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몇 십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인 서비스의 흐름은 유능성 중심의 실천

(competence-based practice)과 과학주의(scientism)가 지배하면서 단순한 지식의 전달과 기술적 실

천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Clift et al., 1990). 한편 근 주의 사회복지

를 표하는 또 다른 축인 구조주의나 비판적 실천은 기존의 사회구조를 억압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구조에 전면적으로 항하지 않을 경우 진정한 임파워먼트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비

판적 실천의 지침을 제시해 왔다(서진환 외 역, 2001; Stepney, 2006).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보편적 지식만으로 다양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처하거

나, 전문가 개입에 의한 확실한 결과를 담보하거나, 또는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

이 사실이다. 즉, 희망과 불안, 신뢰와 위험이 공존하는 현  사회의 특징은 사회복지실천 역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기든스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선택할 때 성찰의 과

정 없이 어떤 이론이나 지침에 해 무조건적 신뢰를 보일 경우 이와 같은 신뢰는, 마치 전근 성을 

상징하는 전통에 해 완전무결하게 인식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처럼, 단순한 반복충동으로 전락한다

고 하 다. 그리고 이렇게 동결된 신뢰는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신을 지배하는 추상체계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고 보았다(임현진․정일준 역, 1998 : 139).

이러한 근 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안으로 사회복지 일부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거론되어 왔다. 

여기서는 기존의 공인된 기관이나 전문가의 권위에 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이들이 가진 정통

성과 권위의 해체를 통해 전통적인 전문적 관계를 부정하고 전문적 판단에 의한 개입보다는 클라이언

트의 주체화를 강조하고 있다(김기덕 외, 2012). 또한 이들은 기존의 비판이론에 의한 해방적 실천 역

시 권력에 한 근 주의적 개념화에 근거함으로써 기존의 지배 구조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 하

기 때문에 임파워먼트의 지향과는 반 의 효과를 가져 온다고 비판한다(Pease, 2002).

그러나 탈근 주의적 입장에서 전개되는 규범의 해체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복고

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은 사회복지실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탈근 주의

에서는 사실과 규범에 한 인식적 구별을 하지 않으며 전문직 관계의 억압을 과도하게 철폐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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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도덕적 상 주의나 급진 자유주의로 흐르거나,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권력적 제휴나 연

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실천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김기

덕, 2011).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 역에서 서비스, 사회정의, 인간존중, 인간관계, 성실성, 능력 등의 

기본 가치와 이에 근거한 윤리규범들의 필요성에 해 일부라도 동의하는 한 완전한 의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의 사회복지 실천을 지향하기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안은 한편으로는 전통에만 집착하는 전근 성의 한계와 더불어 진리에 한 거

 담론의 보편성,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유지되고 유형화될 수 있는 자아의 동일성, 고정적이고 명

확한 언어의 의미, 범주화에 따른 통일성 등이 강조되는 근 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통합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안 제시에 분열적 특성을 갖는 탈근 주의의 제한점도 극복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인류 보편의 기본적 가치에 근거한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를 존중하면서도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자세로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환경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든스가 제시한 성찰적 자아, 친 성, 생활 정치 등의 개념은 근 주의와 탈근 주

의의 동시적 극복이라는 맥락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실천의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

다. 기든스의 논리를 적용해 보면 클라이언트는 성찰적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에 한 통

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원조전문가인 사회복지사 역시 자신의 실천에 해 끊임없이 성

찰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원조전문가와 원조를 받는 클라이언트 사이의 관계는 민주적이어야 하

며 원조전문가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억압이 없는 민주적인 삶을 누

릴 수 있도록 자신의 생활계획(life-planning)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생활정치를 촉진하는 것이 되

어야 한다(김기덕 외, 2012 : 37-53). 그러므로 성찰적 근 화는 진정한 개성화의 길을 열어주며 자율

적 주체성의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열어준다고 할 수 있다(이혁구, 1999). 이와 같이 구조화이론으

로 정립된 성찰적 주체가 현실사회 속에서 성찰성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 사회 역시 성찰적이어야 한

다. 다시 말해 성찰적 근 화 사회야 말로 일반적인 근 의 억압성과 탈근 의 무정부성을 극복하며 

성찰의 현실 토 를 구축하는 이론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실천의 방향은 자기결정권을 가진 개인존엄성의 가치, 상처 입기 쉽고 억압받는 사람 및 

집단을 위해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정의의 가치, 사회복지사가 관계의 변화 매개체로 기능하며 클

라이언트와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는 인간관계 중요성의 가치,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성실과 

능력의 가치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가치들(NASW, 2003)과 정확히 부합한다.

이러한 이론적 실천적 입장은 사회복지실천에서 임파워먼트가 지향하고 있는 성찰적 또는 반 적 

실천(reflective practice)과 다르지 않다. 사실 그 동안 임파워먼트는 다양하고 불확실한 현실 조건과 

이슈 속에서 마치 일관된 전략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양 언급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

도 하 다(Skehill, 1999). 즉 임파워먼트가 견지하고 있는 보편성과 일반성도 근 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파워먼트에서도 반 과 성찰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성찰적 실천의 패러다임이야말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나 

기술적, 합리적 실천을 넘어 엄격한 비판적 평가와 검토를 촉진하고 클라이언트와 사회적 상황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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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먼트 성찰성 이론

규범적 정향 휴머니즘, 리얼리즘
비판적 휴머니즘, 
유토피안 리얼리즘 

주체 인간(개인 및 집단) 성찰적 개인, 성찰적 사회

수단 의식화, 반영(reflection)
성찰성(reflexivity), 

성찰적 기획, 생활정치
과정 반영적 실천(reflective practice) 수행(performance)

결과 억압탈피, 의식고취, 참여
체계(자원과 규율)의 재구조화, 

성찰성의 고양, 민주화

는 관계성에 한 인식을 증진시킴으로써 보다 비판적이고 의식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

다(Sheppard, 1998).

그러나 임파워먼트에서 제시하는 성찰적 실천은 여전히 하나의 주장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

인 성찰의 기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문가의 성찰성을 형성하고 강화시키는가에 한 분명한 

안을 제시하지는 못 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복잡다단함을 고려할 때 단지 성찰 그 자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안이 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한 어떤 성찰이며 그 결과는 무

엇인지’와 같은 내용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담보하지 못하는 성찰은 실천의 맥락에서 볼 때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찰의 상으로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하여 그 성

찰이 자기애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변 세상에 한 민감성이 저하되고 타인과 차이에 해 

포용력이 감소될 수도 있다(Bleakley, 1999). 또한 충분한 이론적 기반 없이 성찰만을 강조할 때는 오

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예컨  실천가 개인의 성찰적 능력이 강조될 때 실천은 예술로 승화될 

수 있으나 이 때 구조적 제약과 가능성을 제거하면 실천은 소박하고 비현실적인 개인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조성우, 2006).

원래 성찰적 실천은 실천 행동의 결과에 비추어 실천 전체를 반성하고 목표 및 방법을 다시 정립하

여 나가는 엄격한 접근과 관련된 것으로서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에 기반을 둔 공학이나 법률과는 

다른 사회복지실천의 특성을 반 하는 것이다(최명민 역, 2007 : 65-66). 따라서 기존의 성찰적 실천 

개념에 기든스의 성찰성의 논리가 더해질 때 실천가의 성찰적 수행은 개인과 구조라는 이중적 관점에

서 입체적으로 설명되며, 이들의 구조 또한 생산과 재생산의 과정에 참여하는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기제로 보다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조성우, 2006; Giddens, 1991). 아울러 성찰은 언어와 문화 속

에 투 된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를 해석하고 자신의 사고 그 자체에 해 생각해(thinking about 

thinking) 보는 과정으로 보다 더 구체화될 수도 있다(Bleakley, 1999). 결국 성찰적 비판에 의한 실천

이 아니라면 임파워먼트는 수사적 용어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최명민 역, 2007 : 67) 이러한 

비판적 반성과 성찰이 있는 실천이 수행될 때 진정한 임파워먼트 실천은 실현가능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논의한 성찰성 이론과 임파워먼트의 논리적 접점을 보다 명료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여기서 보듯이 성찰성 이론과 임파워먼트는 규범적 정향, 주체, 수단, 과정, 결과의 측면에서 논리

적으로 매우 긴 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론과 실천 차원에서 상보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과 임 워먼트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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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과 전망

기든스의 성찰적 근 화론과 임파워먼트의 결합을 통해 구현하려는 통합적 사회복지실천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교육과 훈련 과정에서부터 사회복지사의 성찰적 실천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실천 교육과정에 성찰적 환경을 도입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이론과 기술을 규범적으로 적용하는 근 주의와 개인의 주체적 역량에

만 배타적으로 의존하는 탈근 주의를 극복하는 기제로서 성찰성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제

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분야의 교사교육 연구에 따르면(Burridge et al., 2010), 성찰적 환경이 주어질 때 학습

자들은 개인의 다양한 의식과 의미구조를 갖고 구조적 학습상황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에 한 성찰과 토론을 통해 ‘의미구조를 공유’하고 담론지식의 경계를 확장함으로써 사회구조를 변화

시킬 수 있다고 한다(<그림 2> 참조). 또한 사회복지실습교육 사례연구에서도(Lam et al., 2007) 성찰

은 특히 갈등 상황에서 요구되며, 지식과 실천 간 관계에 한 비판적 탐색을 위해서는 성찰적 과정

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물론 여기서 충분한 지식은 성찰의 전제조건이 된다. 국내에서도 성

찰적 사고 수준이 깊을수록 사회복지실천기술 활용 정도가 증가하며(유 준, 2009a), 그 성찰적 사고

를 성찰일지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정리하게 한 후 사회복지사의 성찰적 실천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있

다(유 준, 2009b). 반면 충분한 준비 없이 현장에 부딪혀 가며 배워 나가야 하는 초보사회복지사들은 

‘좌충우돌’의 현실에 좌절하거나 불만스러워 한다(이현주, 2012)

이와 같은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사회복지교육에 사회복지사의 성찰성을 훈련하고 강화할 수 있는 

공식적 기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 때 성찰의 상은 개인 및 사회구조와 이들 간 관계, 이론과 실제

의 관련성, 자신의 사고 등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토론이나 성찰일지, 실

습, 슈퍼비전과 같은 방법들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단, 이를 통해 개인 주체의 성찰의 깊이를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들과 의미구조의 공유를 통해 공동의 성찰로 확 해가려는 시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찰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는 그 경험을 토 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도 성찰적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에게는 주어진 성찰성 만큼의 자유가 있으며 바로 그 성찰성은 권력

의 차이, 지식의 한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Kondrat, 1999). 그러므로 권력과 지식의 측면에서 상

적으로 박탈된 위치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성찰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작업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우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며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신과 상황을 재해석

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든스는 제도적 성찰성이 보급된다는 것은 전문적 이론, 

개념, 그리고 발견사항이 일반인에게 되돌려지는 것이라고 하 고, 이를 통해 무비판적으로 강박충동

적이었던 이전 행동유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즉, 전문적 지식의 재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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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상생활의 신실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임현진․정일준 역, 1998 : 139).

이와 같이 성찰하는 인간주체로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도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믿음과, 의식화를 통해 소외 집단과 사회정의에 

한 인식을 가지며 자신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수행함으로써 임파워먼트를 성취해 갈 것이

라는 낙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찰적 사회복지실천은 해방정치와 생활정치의 결합이자 비

관적 구조주의와 개인주체의 낙관성이 적절히 결합된 기든스의 유토피안 현실주의가 발현되는 실례

(實例)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은 더 나은 미래에 한 희망

을 품고 현실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의 가치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주체-사회구조, 미시

-거시를 아우르는 패러다임을 정교하게 구성해 가려는 통합적 사회복지실천의 노력에도 힘을 실어준

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하 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단, 혹자는 기든스 이론과 사회복지실천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은 인간 주체와 사회변화에 한 낙

관주의에 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회구조가 현저하게 왜곡되어 있거나 체

계적 억압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성찰성의 발현과 그에 기반을 둔 변화노력도 그만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궁극적 낙관성이야말로 사회복지실천

이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의 이유이자 지향이라는 점에서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과 임파워먼트의 만남은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향후 본 연구를 통

해 시도된 기든스 이론과 임파워먼트의 결합이 다양한 사례와 조사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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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ppraisal of Empowerment 

through Giddens's Theory of Reflexivity  
-In Quest of the Integrated Paradigm for Social Welfare Practice-

Choi, Myungmin 

(Baekseok University)

Kim, Giduk

(Soonchunhyang University)

Although both ecosystem theory and empowerment have become the most 

prevalent candidate for integrated paradigm for social welfare practices, they 

could not overcome completely the long-standing and sharp divides between 

micro and macro practices, that is, between subject and structure as a main 

explanatory element in social welfare realm. Along with such traditional dualism 

and tension, a new emerging divide between modernism and postmodernism 

regarding intrinsic mission and roles of social welfare has urged strongly to 

develop the overarching theoretical framework for social welfare practice.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recast the ecosystem theory and 

empowerment through the reflexive modernization theory of critical sociologist 

Anthony Giddens. With relatively strong emphasis on human capability coined as 

the reflexivity, Giddens's own creative theory of modernization can be thoroughly 

expected to provide a solid foundation of integrated paradigm enough to bridge 

the existing dualisms in social welfare theory and practice. 

Especially, his unique account of integrated way of how human agency is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of social structure and how to transform each other 

recursively has profound implication for empowerment to be adequate and 

proper comprehensive framework for social welfare practice.

Key words: Giddens, Structuration theory, Eco-system, Empowerment, Theory 

of Reflex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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