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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먼트(Empowerment)모델과 사회복지조직 관리
황 성 철(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실천모델이 전통적인 의료중심 또는 문제중심에서 강점시각에 바탕을 둔 임파워먼
트 모델로 이동되고 있는 가운데 임파워먼트 모델을 거시적 실천에 적용시켜 사회복지조직의
변화를 위한 전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임파워먼트 모델의 이
론을 규명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이론적인 전제와 주요 개념
을 식별하였다. 임파워먼트 중심의 사회복지 조직관리를 조직구조, 인력, 기술의 세가지 차원에
서 구체적인 조직 임파워먼트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분권화된 조직구조와 더불어 팀제의 운영
과 의사소통의 활성화가 조직구조를 임파워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직원의 클라이언트
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적절한 보상으로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추구하는 방법
이 인력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효과성이 입증된 새로운 실천기법의 적
용과 확산이 기술적 임파워먼트의 핵심을 차지한다.
조직 임파워먼트를 체계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조직의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직이 학습조직화되면 개인적 통제감과 비전을 공유하고 팀학습이 일어나
는 등의 조직의 주요 영역이 임파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학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학습문화의 개발, 직원개발, 의사소통의 활성화 등을 권장하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신감
결여, 리더십 부재, 자원과 시간의 부족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혁을 추구한다면 학습
조직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학습조직은 미국의 사회복지기관에 적용한 사례연구에서 기
관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한국의
경우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지만 학습조직화는 반드시 조직과 인력을 임파워시
키는데 유용한 관리전략으로 부각된다.

Ⅰ. 서 론
최근 사회복지실천에서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목격되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실천 이론이
전통적인 의료중심 또는 문제중심에서 강점시각을 바탕으로 한 임파워먼트 모델로 이동하
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임파워먼트 모델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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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것이 사회복지실천의 근본 목적과 가치에 더욱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임파워먼트 모
델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적 자원과 기회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회환경을 이러한 인간의 욕
구 충족에 유리하도록 조성하는 사회복지실천의 근본 목적과 조화롭다. 사회복지실천의 기
본적인 가치전제는 인간의 존엄성, 가치, 독특성 인정이다. 인간은 원래 존엄하고 가치롭다
는 말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역경에 처한 클라이언트도 본래의 잠재력, 능력, 장점을 갖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파워먼트 모델에 입각한 실천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약점 파
악에 주안하기 보다는 강점과 잔존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계발하여 더욱 극대화하는 방향으
로 전개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적 가치 실현에도 더욱 적합하다.
예술가의 존재이유가 예술에 있듯이, 사실상 사회복지사의 존재이유(raison d tre)는 클라
이언트를 임파워하는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경에 처해 무력감을 갖는 클라이언트
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능력감을 갖고 자신과 주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 클라이
언트는 임파워된다. 가족, 조직, 지역사회 등의 다른 클라이언트 체계도 자체의 열망과 발
전을 위해 사회적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때 임파워된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임파워먼트 실천은 클라이언트 개인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조직차원에서 그리고 지
역사회차원에서 힘과 자원을 획득하여 그들 주변 환경에 대해 통제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임파워먼트는 분명 사회복지사의 실천활동의 본질적인
내용과도 일치한다.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되고 사회복지사의 실천활동의 본질에 적합한 이론적
전제를 포함하는 임파워먼트 모델은 오늘날 서구에서 다양한 실천현장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이 모델은 클라이언트와 대면관계를 형성하여 원조활동을 전개하는 임상적 또는 미
시적 실천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빈곤가족, 자조집단 등 다양한 유형의 클라이언트 집단
에 활용되고 또한 사회복지 조직 및 기관을 비롯하여 지역사회나 전체사회를 대상으로 전
개되는 거시적 실천현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임파워먼트 모델이 개념적으로 소개되어(양옥경·김미옥, 1999; 오혜경,
1997; 박시종, 2001)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그 범위는 사회복지관의 이용자(이윤화,
2000)와 사회복지사(강철희·윤민화, 2000)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신보건 프로그램(이용표,
1999)에 한정되어 있다. 어떠한 연구도 임파워먼트 모델을 체계적으로 사회복지행정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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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켜 구체적인 조직관리의 방법이나 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임파워먼트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갖는 문제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 다
른 의미를 띄는 모호한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소개하는데 그치거나 그 이론이나 모델의 핵
심이 되는 기본적인 전제와 주요 개념도 제시하지 않은채 한국의 실천현장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파워먼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파워먼트 모델의 이론적인
전제와 핵심적인 개념을 규명하여 체계적으로 사회복지행정 특히 조직관리에 적용시켜 행
정가 또는 관리자가 조직을 임파워하는데 필요한 실천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행정조직을 일종의 변화 대상체계로 보아 임파워먼트 모델을
사회복지 조직관리에 체계적으로 적용시키는데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복지행정을 거
시적 실천의 일종으로 보아 사회복지 조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 모델의 핵심이되는 이
론적 전제와 주요개념을 식별한 후 조직관리를 조직구조, 인력, 기술의 영역으로 나누어 사
회복지조직을 임파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한 후 학습조직에 의한 임파워먼트의 전략
을 제시할 것이다.

Ⅱ. 임파워먼트 모델의 이론적 기초
1. 임파워먼트의 개념
임파워먼트는 쉽게 말해서 힘을 갖게 한다는 뜻인데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임파워먼트는 권한부여, 권능강화, 권력주체화, 세력화, 역
량강화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그 본질적 개념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에 여기
서는 그냥 임파워먼트로 부르기로 한다. Parsloe(1996)는 임파워먼트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
공받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에 관해서 통제성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Staples(1990)는 개인이나 집단이 무력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힘을 가진 상태로 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Zimmerman(1990)은 임파워먼트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고 개인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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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자신의 삶에 통제감을 갖고 사회의 생활영역에 민주적인 참여를 하는 상태를 말하
고, 조직의 차원에서는 자원과 기회를 획득하여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지역사회의 정치사회적 구조변화와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제각기 다른 차원의 임파워먼트는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임파워먼트는 조직
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에도 영향을 주고 또한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
한다.
이상의 정의에서 분명한 것은 임파워먼트는 다차원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모든 대상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과정과 결과의 의미를 동시에 보유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임파
워먼트는 무력함을 갖는 개인, 가족, 조직, 지역사회가 잠재적인 힘을 발견하고 계발하여
파워를 형성하여 자신과 환경에 통제감을 갖게 되는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임파워먼트는 사람, 조직,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주변 일들에 대한 통제성을 획득하
고 기관이나 사회의 민주적 과정에 관여하는 기제 또는 과정이라는 정의(Rappaport, 1987)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결과의 의미를 갖는 임파워먼트에 관한 설명은 Guitierrez와
동료학자(1998)에 의해 보다 자세히 제시되고 있다. 그들은 임파워먼트 중심 실천의 결과
개인은 비판적 사고, 자존심, 자립심, 권리의식,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고, 대인관계 측면
에서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원조를 요청하거나 자기주장을 할 수 있으며, 정치사회적
인 측면에서는 정치적 참여와 행동을 하고 사회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
다.
원래 임파워먼트는 갈등이론에 기반을 두고 발전된 개념으로 초기에는 주로 거시적 실천
의 영역에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소외계층의 권익향상을 위한 변화 전략적 개념으로
파악되었다. 최초로 임파워먼트 개념을 소개한 Solomon(1976)은 임파워먼트를 흑인과 빈곤
계층이 자신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치경제적 파워를 증대시키는 수단적 개념으로 간
주했다. 그러나 차후 이 개념은 일반사회복지실천과 미시적 실천에도 적용되는 유용한 개
념으로 그 개념적 범위가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강점시각(strengths perspective)과 능력중심의
실천(competence-based practice)의 접근법을 포용하고 있다. 강점시각은 임파워먼트 개념의
철학적 기초를 다지거나 넓혀주고 능력중심실천은 임파워먼트의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그
결과에 함축적인 의미를 더해 준다(Miley, O'Melia, & DuBois, 1995: 62-79). 왜냐하면 임파
워먼트실천은 무력한 클라이언트 체계를 대상으로 전개되지만 그 클라이언트 체계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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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능력과 강점이 없다고 부정하지 않고 잠재력과 장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계발하여 힘
의 역량을 확충시키기 때문에 강점시각이 클라이언트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며,
실천의 결과로 개인, 조직, 지역사회는 능력감과 통제감을 가질 수 있다는 목표 지향점을
능력개념이 보완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Simon(1994)과 같은 학자는 임파워먼트 개념과 모
델이 미국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전 전 과정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명확히 하나의 실천방법과 전략으로 관념화된 것은 최근 20여년 동안의 학문적 발전의 산
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임파워먼트 모델의 이론적 전제와 주요 개념
이론 또는 모델은 설명력과 예측력을 보유한 명제 또는 전제와 다양한 개념의 집합체이
다. 임파워먼트 모델도 여타의 사회복지실천 모델과 같이 주요 이론적 전제와 개념들로 구
성되며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인문 및 사회 과학적 지식과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 및 지식
을 포용하고 있다. 임파워먼트 모델이 인간체계와 변화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인 전제는 다
음과 같다(Miley & DuBois, 1999).
(1)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나 수용되어야 하고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다.
(2) 모든 인간의 행동은 동기가 있고 그 행동은 상황적 고려하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3) 성장을 위한 잠재력과 강점이 인간체계의 특성이다.
(4) 클라이언트 자신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도전(문제)은 클라이언트
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제기된다.
(5) 변화는 가능할뿐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6) 생태체계의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체계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7)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고 도전(문제)에는 여러 가지 해결책
이 있다.
(8) 지속적인 변화는 강점에 기초하고 기회와 자원이 제공되어진다면 인간체계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9) 협동적인 관계는 힘을 갖게 해주고 나아가 행동으로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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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임파워먼트 모델의 이론적 전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복
지실천의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을 수용하고 상황속의 인간이라는 사회복지 실천의 근본적
인 개념적 틀을 수용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도전으로 인식하고 클라이언트 자신이 자
기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식하며 강점, 잠재력, 자원, 협
동관계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변화는 사회환경의 변화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
다.
임파워먼트 모델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이 강점(strengths)과 적응유연성
(resilience)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임파워먼트 모델은 강점시각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가
원래 보유한 잠재력, 능력, 동기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실천활동이 전개된다. 강점은 클라
이언트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사회환경적, 대인관계적 차원에서 성장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의미한다(Saleeby, 1997). 인간체계의 특성이 강점이므로 역경에 처한 클
라이언트가 아무리 그 상황이 고통스럽고 심각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반동력을 보
일 때 적응유연성이 발휘되는 것이다.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력감을 갖는 클라이언트도 내재된 능력과 통찰력을 발휘하여 상황을 반전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경험한다. 대화(dialogue)와 협동(collaboration)의 개념도 임파워먼트 모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인간은 대화를 통해서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존재로 인식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무력함과 권력의 불균형적 배분을 인식할
수 있고 의식화된다(Freire, 1973). 공개적 의사소통과 대화는 인간 상호간의 수용과 인정을
유도하며 지식과 정보를 공유케 하여 힘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협동은 공동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가 자원과 의사결정을 공유하여 힘을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Graham & Barter, 1979). 임파워먼트 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원래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계발시키고자 노력하지만 힘이 부족할 경우 다른 체계와 협력하여 역량을
강화한다. 임파워먼트 모델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원조관계를 협동관계로 파악하
고 클라이언트를 파트너로 인식한다. 협동은 힘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자 강점을 극대화
하기 때문에 임파워먼트 모델의 핵심개념이 된다.
인간과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와 핵심적인 개념들을 통합하여 임파워먼트 모델의 특
성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실천모델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Miley &
Duboi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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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파워먼트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2) 임파워먼트 모델은 클라이언트 체계가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면 능력
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3) 인간은 스스로 임파워먼트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수단, 목적, 결과는 스스로
결정한다.
(4) 인식의 수준은 임파워먼트에 매우 중요하며 정보는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5) 클라이언트는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능력은 생활경험에서
획득되고 강화된다.
(6) 임파워먼트는 협동 과정으로 클라이언트와 실천가는 파트너로 함께 일한다.
(7)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능력강화와 사회경제적인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달성된다.

마지막으로 임파워먼트 모델에 의해서 실천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종래의 문제해결모
델에서 사용하는 접촉단계, 계약단계, 개입단계, 평가 및 종결단계와 같은 문제해결중심의
실천과정을 과감히 탈피하여 임파워먼트 개념과 이론에 알맞게 실천과정을 새롭게 개념화
한다. 임파워먼트 실천과정을 크게 대화, 발견, 개발의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주요전략
과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고 이러한 실천단계의 구분은 미시적 실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행정을 포함한 거시적 실천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대화
단계(dialogue phase)의 주요활동은 공유(sharing)로 클라이언트와의 협동적인 관계에서 도전
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자원과 능력을 식별하는 과업이 수행된다. 발견단계(discovery phase)
는 탐색(searching)활동을 주도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되지 않는 능력과 자원을 확인하고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이 부여된다. 개발단계(development phase)는 강화
(strengthening)활동이 주축을 형성하며 클라이언트 체계는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획득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을 인식하는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실천과정의 틀에서 관계형성은 파트너쉽 형성으로 그 의미와 역학관계가 변질되
고, 문제식별은 도전확인과 강점파악으로 대체되고, 사정은 자원체계 탐색으로, 그리고 목
표설정은 해결방안 구상으로 변화되었고, 평가는 성공의 인식으로, 종결은 성과의 통합으로
표현되어 실천과정의 주요 요소가 개념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크게 바뀌게 된다(Miley et al.,
1995).

- 71 -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6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Ⅲ. 임파워먼트 중심의 사회복지 조직관리
임파워먼트 모델을 사회복지행정에 공공연히 적용시킨 연구는 거의 없다. 조직 임파워먼
트는 경영학과 조직론에 관한 문헌에서 주로 발견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사회복지행정과 조직관리에 적용시킨 사례는 최근 서구의 몇몇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임파워먼트 모델의 이론적 전제와 개념 및
방법이 사회복지 조직관리, 특히 한국의 사회복지기관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탐색해 볼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임파워먼트 모델은 미시적 실천과 거시적 실천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 실천모형으로 조직을 변화시키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사회복지조직 관리자는 급변하는 과업환경과 일반환경의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과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우선 사회복지 시설평가가 제도화됨으로써 사회복지조직은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클라이언트 집단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복
지정책적 기초가 생산적 복지로 전환되어 서비스 대상자는 수급권자로 권익이 강화되어 사
회복지조직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옹호와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질 개선이 요구되며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한 서비스 파편화와 분산화 문제에
직면하여 기관간의 협력과 연계 역할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공동모금회
의 설치와 기업복지재단의 지원체계가 보다 경쟁성과 선별성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기관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압박은 가중되고 있다. 만성적인 재원부족의 한계를
안고 새로운 사회복지실천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기관을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
로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는 사회복지조직의 관리자가 이와 같은 조직 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은 임파워된 조직으로 조직혁신을 추구하는 길이
다. 임파워된 조직은 조직구조가 환경변화에 탄력적이고 직원의 사기와 직무 만족도가 높
아 조직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서비스의 질도 강화될 수 있기 떄문이다(Shera & Page, 1995).
따라서 한국의 사회복지조직을 임파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변화시키고 관리자가 수
행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은 무엇인가를 Scott(1987)의 분류체계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인 조직구조, 인력, 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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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조직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 목표를 향해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구조나 틀을 갖추고 있
다. 조직구조는 조직의 각 부분들 사이의 관계를 정형화한 것으로 구성원의 역할과 업무의
범위와 책임 등이 배분되고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최성재·남기민, 2000; 김영종, 2001). 한
국의 사회복지조직은 전형적으로 관료제 조직구조를 갖추고 상의하달식 명령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료조직은 다양한 조직 구성원의 활동을 조정하고 조직 목표달성에 효
율적이며 합리적인 조직 구조로 인식되고 있지만 지나친 규칙에의 의존성에 따른 목표전치
와 구성원과 클라이언트를 비인간화하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Hasenfeld, 1983).
관료조직이 조직을 임파워하는데 취약성을 갖는 이유는 가부장적 조직 분위기와 의사소
통의 한계성 떄문이다. 관료제하에서 조직 구성원은 위에서 일방적으로 명령과 지시가 내
려지고 수평적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원은 무력감을 갖고 자신과 업무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한 채 단순히 생존을 위하여 조직 규범과 규칙에 순응하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 이 때 클라이언트가 갖는 무력감과 통제력 상실이 조직 구성원인 사회복지사의 속
성으로 굳어질 수 있다. 이러한 역기능적인 조직의 여건을 변화시키는 과제가 조직 임파워
먼트 초점이 된다. 따라서 삼각형 구도의 계층적 관료제 조직을 역삼각형으로 만들어 클라
이언트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사회복지사의 위치를 조직의 최상층부에 두고 관리
자는 아래에서 조직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지원자가 되는 발상의 전환
이 조직, 구성원, 클라이언트를 임파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app ＆ Poetner, 1992).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구조의 틀 속에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상호관계가 규정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조직구조에서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패턴이 형성되면서 관리자에 의한 리더십도 발휘된다. 한국의 사회복지기관은
권력과 권위가 집권화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형성된 집권화된 구조는 구성원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결국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저해한다(Glisson ＆ Martin, 1980). 임파워된 조직은 분권화되어 권한
과 책임이 조직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의사결정할 권리를
인정하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도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져
야 할 것이다. Rappaport(1990)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
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힘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진정 임파워먼트는 생성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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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은 조직 구성원의 업무를 상호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
요한 조직 기제이다. 의사소통의 유형은 크게 직무나 과업과 관련된 수단적(instrumental) 의
사소통과 구성원의 감정과 정서와 관련된 표현적(expressive) 의사소통으로 나누어지는데, 조
직 구성원의 사기진작과 능력감 고취에는 표현적 의사소통이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조
직을 임파워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자와 직원 사이뿐만 아니라 직원 상호간의 표현적 의사소
통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분권화된 표현적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조직을 임파워하는 또 다른 방법은 관리
자에 의한 수퍼비전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사회복지기관의 수퍼바이저는 지지적
이고 원조적인 언어와 태도를 사용하여 부하 직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Hodge,
1986), 일방적인 수퍼비전의 관계 유지보다는 동료 수퍼비전(peer supervision)을 활성화하여
직원과 관리자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관리자와 직원간의 수퍼비전은 관리자가 필요시 수퍼비전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것 보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수퍼비전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구조화하는 것
이 보다 조직을 강화시키는데 유리할 것이다.
조직 구조에서 부서화의 이슈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조직은 주로 전
문적 업무의 기능별 부서화와 클라이언트 유형별 부서화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부서화는
각기 고유한 업무가 영역별로 나누어져 협동과 조정을 방해하고 때로는 부서이기주의와 할
거주의의 폐단을 낳고 있다. 조직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협동과 협력 활동을 권장해야 하
므로 팀을 형성하여 부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팀(team)제 운영은 권한과 책임의 공유라
는 측면에서도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킬뿐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권장되기 때문에 더욱 조직 임파워먼트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Larson 과
Lafasto(1989)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팀 구성원들 간의 공동 목표에 대한 인식의
부족, 외부지원과 인정의 부재,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부재 등 팀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항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복지조직은 전통적인 기능별 또는 클라이언트 유
형별 부서화를 유지하면서 팀제를 적용하는 행렬조직(matrix organization)을 만드는 것도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행렬조직은 집권화와 분권화가 동시에 보장되고 환경변화
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조직 구조의 장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종,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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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manpower)
사회복지조직의 핵심적인 활동은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로 이루어지며 조직이 제공하
는 서비스의 효과성은 전문성을 갖는 직원들에게 점점 더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Hasenfeld, 1983). 따라서 사회복지조직의 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조직 전체의 역량
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능력감과 통제감을 갖는 직원 임파워먼트가 필요불가결하다. 그러
나 전통적으로 관료적 조직구조를 유지하는 한국의 사회복지조직에서 관리자가 직원에 대
해 갖는 관념은 부족한 일꾼이라고 보는 경향이 농후하다. 부족함은 강점시각과 임파워먼
트 모델에 배치되는 개념으로 부족한 직원은 만족스러운 직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
문에 더욱 우려된다. 임파워먼트 모델에 의하면 현재는 비록 부족할지 모르지만 지지, 지
원,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원의 조직활동과 직무성과는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Shera ＆
Page, 1995). 직원 임파워먼트의 방안을 직원의 태도, 동기, 기술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직원 임파워먼트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사항은 직원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태도이다. 사회
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 갖는 관념이 부정적이고 희망적이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를 위
한다는 자신의 활동이 부담스럽고 결국 자신도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사회복
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증거는 수없이 발견되지만(Bachrach,
Talbott, ＆ Meyerson, 1987), 클라이언트를 자원, 능력, 그리고 장점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보는 태도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과 의식고양
(conscious-raising)이다. 성공적인 클라이언트의 사례를 중심내용으로 구성된 강의, 집단토의,
사례발표, 비디오 시청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직원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감수성을 증대시
키고 의식을 고양시켜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직원 임파워먼트의 첩경은 보상의 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직원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이
다(Longer, 1989). 능력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며 일하는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직원의 무력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상을 통한 사기진작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대부분 직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사
기진작을 통한 임파워먼트를 이루기가 어렵다. 성과급 지급이나 다른 물질적 인센티브의
제공은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아직도 시기상조일 것이므로 조심스럽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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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고 다른 한편 교육기회의 제공, 승진, 우수직원 표창 등의 비물질적 또는 상징적 보상
방법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한 또 다른 방
법은 조직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이다. 직원 상호간의 비공식적인 회합을 통한 상
호작용을 증대시키고, 생일을 축하해 주거나, 점심을 함께 나누어 지지적이고 온화한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직무수행상의 관계형성과 조직 응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에 도
움이 될 것이다(Rapp & Poetner, 1992).
학습이 강조되는 조직에서 직원 능력과 기술의 개발은 조직 임파워먼트의 초점이 된다.
직원개발은 직원의 채용, 훈련, 배치의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직원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을수록 조직은 효과적으로
기능한다(Gross & Shichmam, 1987).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관찰(self-observation)과 자기관리
(self-management)는 효과적인 직원 임파워먼트의 기법이 될 수 있다(Kopp, 1989). 자기관찰
과 자기관리는 직원이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활동 및 역할을 규정하고 스스로 성과
를 설정케 하여 관리해 나간다는 점에서 역량강화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힘 또는 역량은
관리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 계발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기
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본다.
통제지향적 관리기술에서 임파워먼트 중심의 관리기술로의 전환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Evered와 Selman(1989)은 상호피드백(mutual feedback)체제를 운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효과적인 임파워먼트 기법이라고 생각된다. 효과적인 관리자는
조언을 주고 직원은 또 한편의 파트너로 관리자에게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와 직원이 직무수행과 성과에 대해서 서로 지지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을 때 상호피드백 체제는 더욱 견고하게 작용하여 조직 임파워먼트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피드백 체제에서 수퍼비전은 통제의 목적보다는 학습의 목적이 크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피드백을 주고 받
아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관리자와 수퍼바이저
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기제의 활용은 요원한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
은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직원과 나누어 갖기를 원하지 않고 부하직원의 피드백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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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technology)
조직의 기술이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조직구성원의 활동체계와 조직구성원이 사용
하는 프로그램, 절차, 기법 등을 말한다. 어떤 조직도 그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효과적이
지 않으면 바람직한 조직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Patti, 1987). 따라서 조직의 기술이
클라이언트, 직원, 조직 그 자체에 힘을 주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없다면 조직의 목표달성
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임파워먼트 중심의 서비스 기술을 발견하고 선택
하는 가에 달려 있다. 우선 조직의 관리자와 직원들은 사회복지학문의 최근 동향에 관한
지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기술을 발견하고 도입
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확충을 위해서는 전문학술지를 구독하거나 각종
워크샵과 연구발표회에 참석하거나 산학협동체계를 구축하여 교수의 자문을 받는 방법 등
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관리
하는 기술이다.
Patti(1987)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표적집단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를 분명히 하여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선택하고 나아가 객관적이고 타
당한 척도를 활용하며 성과를 측정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사회복지기관들도 최근 프로그램의 기획과 수행에 관한 전문성이 과거보
다 크게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설정과 성과의 평가에 관해서는 미숙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복지기관 관리자는 직원의 프로그램 기획과 수행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능한 한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개입
방법과 기법에 대해서는 임파워먼트 모델의 일종으로 간주되는 해결중심치료기법
(solution-focused therapy)과 클라이언트 중심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경험적으로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술은 조직과 직원을 임파워하고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데 크
게 기여한다. 선행연구의 결과 사회복지조직에서 컴퓨터의 활용이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andy & Tepperman, 1990). 컴퓨터 프로그램은 클라이언
트를 분류하고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거나 예산과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욕구조사의 결과를
취합하는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또한 불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결재라인을 최소화시키
고 업무내용과 특성을 효율적으로 기록하는 각종 서식의 개발과 활용도 조직의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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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을 줄 것이며, 각종 음향과 녹음기기 등의 장비 활용과 투명거울(one-way mirror)의
사용도 필요시 적극적으로 구비하여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조직구조, 직원, 기술
의 관점에서 제시해 보았다. 임파워먼트 모델의 기본적인 전제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조
직구조의 변화와 직원 및 기술의 변화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이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작
용할 때 전체 조직은 더욱 큰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직 임파워먼트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리더가 임파워먼트를 자기 권력의 이양이나 상
실로 생각하거나 집단의사결정은 비효율적이라는 신념을 유지하는 한 조직 임파워먼트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직 임파워먼트의 선행조건이 되는 것이 리더의 인식 변화와 리더십
전환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조직의 리더십이 전통적인 리더십에서 변
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변혁적 리
더십이 조직의 구조변화 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Bass, 1985; Gellis, 2001). 이와 같이 변형된 리더십을 기초로 하여 사회복지조직을
임파워하는데 리더가 반드시 지켜야할 조직관리의 실천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임파워먼트 실천을 위한 리더의 조직관리 실천원칙
① 조직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자생력과 적응유연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② 아무리 무능한 직원도 기본적으로 능력과 자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③ 조직의 문제를 진단하지 말고 사정하고 문제를 도전으로 인식하여 접근한다.
④ 조직내의 주요 의사결정은 직원과 대화를 통한 상호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조직 내외적으로 협동과 협력활동을 권장하여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⑥ 지역사회를 잠재적 자원의 보고로 생각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한다.
⑦ 학습조직을 형성하여 조직의 혁신을 도모하고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

Ⅳ.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 전략
급속한 사회복지조직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임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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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트 모델을 조직관리에 적용시키는 유용한 전략중의 하나가 학습조직화하는 것이다. 우리
는 앞에서 사회복지조직을 임파워하는데 학습과 교육의 중요성이 누누이 강조되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지식(knowledge)과 정보(information)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주요 자원으로 간주되는 21세기 사회복지조직의 임파워먼트는 새로운 지식과 정
보를 흡수하고 개발하여 조직을 임파워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400여년전 Bacon은
이미 지식이 힘이라고 했다. McDonald와 McDonald(1999)는 사람이나 조직을 임파워시키는
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지식을 개발하여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회복
지조직을 학습조직화하여 부단히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기초로 기관운영과
서비스 전달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
다.

1. 학습조직의 의미
학습조직이란 Senge(1990:4)에 의하면 조직구성원이 진정바라는 결과를 창조할 능력을 확
장하고, 새롭고 확대된 사고 패턴이 육성되며, 집단적 목표나 열망이 자유롭게 선정되고,
함께 학습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조직이라고 정의된다. 그는 어떤 조직이 학습조
직화되면 다음과 같은 조직의 주요영역이 임파워된다고 보았다.

1) 개인적 통제감(personal mastery)
개인적 통제감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과 능력의 신장을 넘어서 조직 구성원이 진실로 원
하는 성과를 창조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킨다.

2) 정신적 모델(mental model)
정신적 모델이란 사고의 틀을 말하는데 인간의 사고와 정신이 인간행동의 방향을 결정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 학습조직은 조직구성원이 상호간의 대화, 성찰, 질문
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과정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사
고의 틀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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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전의 공유(shared vision)
학습조직에서는 조직 구성원 개인의 제각기 다른 목표와 지향점이 생산적인 학습과정을
통해서 통합된다. 모든 조직 구성원에 의해 공유된 조직의 비전은 다시 조직학습의 목표와
에너지 원천으로 작용한다.

4) 팀 학습(team learning)
조직구조화의 원리를 팀제로 형성하는 학습조직은 조직 안팍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팀 구
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학습하여 문
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킨다.

5) 체계적 사고(systems thinking)
체계적 사고는 조직에 다양한 요소가 상호 관련을 맺고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
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요소간의 마찰과 대립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타협
과 협력으로 전체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학습조직은 조직과 구성원을 임파워시켜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조직 임파워먼트의 전략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조직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전략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습조직이란 조직구성
원이 지속적인 학습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인력, 재정, 구조, 직무성과를 개선해 나가는 혁
신적인 조직을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학습조직은 조직구성원인 개인, 팀, 조직이 지속적으
로 학습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갖는 조직으로 계속적으로 조직을 변형, 발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학습조직에서 강조되는 것이 조직학습의 과정과 방법이다.

2.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의 방법과 영향
Argyris(1999)에 의하면 조직에서 학습은 두가지 경우에 일어나는데, 하나는 조직의 목표
와 성과가 일치하여 성공적일 때와 다른 하나는 조직의 성과와 목표가 불일치하여 시정조
치가 이루어 질 때 일어난다. 그러나 조직운영의 결함이 발견되어 교정하는 방법이 임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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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이거나 부분적인 변화를 초래할 때는 단선적 학습(single-loop learning)만 가능할 뿐이나
시정방법이 전체 조직운영의 틀을 고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복선적 학습(double-loop
learning)이 일어난다. 복선적인 학습이 조직과 구성원을 임파워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다.
사실상 단선적 학습은 진정한 학습에는 역기능적이라 볼 수 있다.

<그림> 단선적 학습과 복선적 학습
일치

기본구조

행 동

결 과

불일치

단선적(single-loop)

복선적(double-loop)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은 성공했을때와 마찬가지로 실패했을 때도 학습을
경험하는데, 실패의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학습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복선적 학습이 이루
어지는 조직문화에서 조직학습이 조직 구성원과 팀 또는 조직자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은 다음과 같다(Preskill & Torres, 1999).

1) 조직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영향
① 자신의 행동이 조직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② 조직의 성과에 대해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낀다.
③ 코치와 자문 등 도움을 주고 받는 활동이 증대된다.
④ 창조적인 해결방안을 개발하고 업무와 책임을 공유한다.

2) 팀과 조직에 대한 영향
① 조직의 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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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발전시킨다.
③ 직원 이직률이 낮고 직원의 사기가 진작된다.
④ 실수와 낭비를 감소시키고 직무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킨다.

3. 조직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조직학습이 조직 구성원과 조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조직학습
을 권장하고 강화시키는 새로운 관리기술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직학습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을 식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Antonacopoulou(1999)는 조직학습을 권장하는 요인 가
운데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리자는 스스로 자신의 학습욕구를 파악하고 직원
의 학습과 직무성과를 추정하고 이에 관해 피드백을 주며 직무수행 중의 훈련을 조장시키
고 직원이 학습활동에 관한 계획과 활동결과를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조직학습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단지 관리자의 요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근
조직이론과 경영학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나누어 진다.

1) 학습문화의 개발
조직문화란 조직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의 총체이다. 학습을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조직학습에 매우 중요하다(Finger & Brand, 1999). 따라서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들이 학습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조장하고 또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
는 방향으로 형성되면 조직 학습은 강화될 것이다. 미국의 GE가 매일 효과적이고 효율적
인 방법을 찾자 라는 슬로건으로 학습 문화를 창출한 것은 유명한 예가 될 것이다.

2) 조직구조와 의사소통
조직학습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조직구조 요인은 분권화와 개방적 의사소통 구조의 확
보이다. 조직내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부하직원이 참여한다면 그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이다. Stata(1989)는 새로운 지
식을 습득하고 직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은 권력과 자원을 공유하는

- 82 -

임파워먼트(Empowerment)모델과 사회복지조직 관리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규모 팀제의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3) 직원 개발
직원개발은 직원의 선발, 훈련, 발전을 포함하는데 조직학습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학습능
력을 갖춘 직원을 선발하여 우선적으로 승진시키고(Quinn et al., 1996) 순환보직으로 학습의
경험을 축적케하거나 평생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자체의 직원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법 등이 효과적이다.

4) 학습중심의 리더
조직에서 리더의 개성과 행동은 조직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 조직 학습에 가치를 부여
하고 직원의 학습경험을 장려하는 리더는 조직 발전과 혁신에 크게 공헌하다(Finger &
Brand, 1999). 조직문화를 비롯하여 조직구조와 직원개발 등을 학습조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리더에게서 조직학습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한편 조직학습을 방해하여 결국 효과적인 조직으로의 변화와 개혁에 실패하는 요인을 규
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Schein(1996)은 조직의 일선, 중간, 최고층의 문화가 서로 이질
적이고 조화롭지 못할 때 조직학습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Antonacopoulou(1999)도 조직의 문화, 구조, 의사소통, 피드백이 역기능적일 때 조직학습은
방해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여러 학자들의 문헌연구와 실증적 조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여
기서는 리더십, 개인, 조직, 상황적 요인으로 나누어 조직학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소를 논의해 보겠다.
(1) 리더의 요인
조직의 리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리더십 스타일이 권위적일 경우 조직구
성원은 학습 의욕을 상실하거나 학습이 이루어지더라도 방향감각을 잃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권장 요인과 마찬가지로 학습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리더가 학습조직화에 결정
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2) 개인적 요인
조직 구성원의 지적 능력 결핍, 자신감 부족, 업무에 대한 통제감 상실 등이 조직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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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한다. 또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 그리고 변화에 저항적인 태도
를 보일 때 구성원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관한 애착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3) 조직 요인
조직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조직학습을 저해하는 요소는 허다하다. 부적절한 조직구조, 의
사소통의 부재, 발전전략의 부재, 다양성과 창조적 문화형성의 부재, 새로운 기술의 중요성
인식결여 등을 비롯하여 관례대로 처리하는 문제해결방법과 과거의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
하여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귀찮게 여기는 경우도 조직학습을 방해한다.
(4) 상황적 요인
조직학습의 중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조직이 처한 상황이 부정적 일 때 학습은 일어나기
어렵다. 즉,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거나 조직전체가 현상유지에 만족하거나 변화를 해야 한
다는 동기가 부족하다면 조직학습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습조직을 형성하기 위해서 강조되는 조직학습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
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식별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조직학습을 권장하고 강화시
켜 조직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고 긍정
적 요인을 더욱 확대하는 밀고(push) 당기는(pull) 전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생소한
학습조직의 개념과 조직학습의 방법이 어느 정도 사회복지조직에 잘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는 것이 마지막으로 풀어야할 숙제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략과 방법은
주로 기업경영과 관련해서 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
학습조직과 조직학습의 방법을 사회복지조직에 적용시킨 연구는 극히 드물게 이루어졌
다. Kurtz(1998)는 미국 남동부의 8개 주를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80여개 가족복지기관으로
구성된 사회복지기관 네트워킹을 사례연구한 결과 학습조직의 전략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Senge가 제시한 학습조직의 5가지 특성들이 나타나고 관련기관들을 자원과 협동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조직의 혁신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시설,
인력, 자원 등에서 극심한 취약성을 보이는 미국의 공립아동복지기관을 개혁하고자 조직학
습의 방법을 사용하여 산학협동의 행동연구(action research)를 수행한 결과 학습조직의 긍정
적인 영향이 직원개발의 영역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Cohen & Austin,
1994). 한편 조직 외부에 의한 평가를 조직학습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평가결과를 조직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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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요소를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지식과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Cherin & Meezan,
1998)도 매우 고무적이다.
조직을 학습조직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한 오랜 시간과 많은 자원이 소요될 것이다.
특히 만성적인 인력과 재원 부족을 안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사회복지조직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선행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
서도 학습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와 리더십을 갖추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여 활용
한다면 그 조직은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모되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역량은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신념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Ⅴ. 결 론
임파워먼트 모델은 사회복지실천의 본질 및 가치 전제와 조화롭기 때문에 임상적 실천과
거시적 실천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을 체계적으로 사회복지
행정 특히 조직관리에 적용시킨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 모델을 거시적
실천방법으로 접근하여 사회복지 조직을 변화의 대상체계로 보아 조직관리에 적용시켜 조
직구조, 직원, 기술 등의 조직을 구성하는 3대 요소에 주안하며 조직임파워먼트의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조직을 임파워하기 위해서는 관료조직의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분권화와 의사소
통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팀제 운영으로 협동활동을 권장시키고, 직원의 능력강화를 도모하
기 위해서는 직원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교정시키고 적절한 보상으로 동기
를 부여하고 상호피드백체제를 운영하고, 조직의 기술을 임파워하기 위해서는 조직학습을
강화시키고 조직임파워먼트에 유용한 기술과 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조직을 임파워시키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여 조직내에 확산시키는 것이라면 학습조직 형성이 유용한 조직임파워먼트 전략으로
간주된다. 학습조직의 특성과 학습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조직 임파워
먼트의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조직구조에서 의사결정에
의 참여, 팀제, 분권화 등의 강조를 비롯하여 직원개발에서 능력의 신장, 통제감 형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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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직원관리 등 학습조직의 방법과 조직임파워먼트의 방법은 매우 흡사한 면을 공유
하고 있었다.
사회복지 조직을 임파워하는 것이나 학습조직을 형성하는 것은 부단한 시간과 노력이 필
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
복지 조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조직 임파워먼트와 학습조직은
큰 매력을 갖고 있다. 서구의 사회복지조직들이 임파워먼트 전략을 사용하여 조직의 능력
을 신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임파워먼트
전략은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반면 임파워먼트와 학습조직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 적
용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직개혁의 전
략은 리더가 직원의 신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조직 내외적인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그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개인적 경험으로 보아 이미 임파워먼트
는 한국의 사회복지기관에도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복지기관은 부분적으로 학
습조직화의 관리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직원의 역량강화와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창
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은 매우 유용한 조직관리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강철희·윤민화. 2000.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41호, pp. 7-42.
김영종. 2001.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박시종. 2001. 사회복지실천에서 권력주체화 이론의 방법론적 통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 7호, pp. 89-112.
양옥경·김미옥. 1999.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권한부여(Empowerment)모델에 관한 고찰, 사회
복지. 통권 제 143호, pp. 155-169.
오혜경. 1999. 사회사업 실천에 있어서 세력화(Empowerment)에 관한 연구,
전망, 홍익제. pp. 105-134.

- 86 -

한국사회복지

임파워먼트(Empowerment)모델과 사회복지조직 관리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용표. 1999. 정신보건프로그램에서의 능력고취, 사회복지연구, 제 13호.
이윤화. 2000. 지역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역량강화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지역사회
복지운동 제8집,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최성재·남기민.2000.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Antonacoulou, E. 1999. "Developing learning managers within learning organizations: The case
three major retail banks, " in Easterby-Smith, M., Burgoyne, J. and Araujo, L.(Eds),
Organizational Learning and the Learning Organ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
217-240.
Bachrach, L., L., Talbott, J. A., & Meyerson, A. T.(1987). The chronic psychiatric patient as a
"difficult" patient: A conceptual analysis. New Directions for Mental Health Services, 33,
35-50.
Bass, B. M. 1985.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 New York: Free Press.
Cherin, D., & Meezan, W. 1998. "Evaluation as a means of organizational learning".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22(2), 1-21.
Cohen, B. J., & Austin, M. J. 1994. "Organizational learning and change in a public child
welfare agency".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18(1), 1-19.
Evered, R., & Selman, J. 1989.

"Coaching and the art of management". Organizational

Dynamics, 18(2), 16-31.
Finger, M. and Brand, S. B. 1999. "The concept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applied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ector, " in Easterby-Smith, M., Burgoyne, J. and Araujo,
L. (Eds), Organizational Learning and the Learning Organ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 130-156.
Freire, P. 1973. Pa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 Basic Books.
Gandy, J., & Tepperman, L. 1990. False Alarm: The Computerization of Eight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Ontario, Canada: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Gellis, Z. D. 2001. "Social work perceptions of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in
health care," Social Work Research. 25(1), 17-26,

- 87 -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6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lisson, C., & Martin, P.Y. 1980. "Productivity and efficiency in human service organization as
related to structure, size, and ag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3(1), 21-37.
Gross, W., & Shichman, S. 1987. How to grow an organizational culture. Personnel, 64(9),
52-56.
Graham, J. R. & Barter, K. 1999. "Collaboration: a social work practice method". Families in
Society, 80(1), 6-13.
Gutierrez, L., Parsons, R., & Cox, E. 1998. "A model of social work practice". In Gutierrez,
Parsons, & Cox (Eds.), Empowerment in Social Work Practice: A Source Book. Pacific
Grove, CA: Brooks-Cole.
Hasenfeld, Y., 1983. Huaman Service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Hodge, M. 1986. "Supervising case managers".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12(4), 51-59.
Kopp, J. 1989. Self-observation: An empowerment strategy in assessment. Social Casework,
70(5), 276-284.
Kurtz, P. D. 1998. "A case study of a network as a learning organization".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22(2), 57-73.
Larson, L. E., & afasto, F. M. 1989. Teamwork: What Must Go Right / What Can Go Wrong.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McDonald, K., & McDonald, G. (1999). "Empowerment: a critical view". In Shera & Wells
(Eds.),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Toronto, Ontario: Canadian Scholar's
Press, pp. 50-78.
Miley, K. & DuBois, B. 1999. "Empowering process for social work practice". In W. Shera &
L. Wells(Eds.)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Developing Richer Conceptual
Foundations. Toronto: Canadian Scholars' Press Inc. pp. 2-12.
Milrey, K., O'Melia, M., & Dubois, B. 1995.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An Empowering
Approach.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Parsloe, P. 1996. Pathways to Empowerment. Birmingham, UK: Venture Press.
Patti, R. 1987. Managing for service effectiveness in social welfare organazations.
Social Work. 32(5), pp. 331-338.

- 88 -

임파워먼트(Empowerment)모델과 사회복지조직 관리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uinn, J. B., Anderson, P. and Finkelstein, S. 1996. "Managing professional intellect: making the
most of the best, " Harvard Business Review, 74(2), pp. 71-80.
Rapp, C.A., & Poertner, J. 1992. Social Administration: A Client-Centered Approach. New York:
Longman.
Rappaport, J. 1987. "Terms of empowerment / examplars of prevention: Toward a theory of
community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5(2), pp.
121-144.
Rappaport, J. 1990. "Research methods and the empowerment social agenda". In P. Tolan, C.
Keys, F. Chertok, & L. Jason (Eds.) Researching Community Psychology: Issues of
Theory and Methods. pp. 51-6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leebey, D. 1997.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2nd ed., White Plains,
NY: Longman.
Schein, E. H. 1996. "Three cultures of management: The key to organizational learning," Sloan
Management Review, 38(1), pp. 9-20.
Scott, W. R. 1987. Organization: Rational Natural, and Open Systems, 2nd ed. Englewwod Cliff,
NJ: Prentice-Hall.
Senge, P. M. 1990. The Fifth Discipline: The Art and Practice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New York: Doubleday.
Shera, W., & Page, J. 1995. "Creating more effective human service organizations through
strategies of empowerment".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19(4), pp. 1-15.
Simon, B. L. 1994. The Empowerment Tradition in American Social work: A History. 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Solomon, B. 1976. Black Empower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Staples, L. 1990. "Powerful ideas about empowerment".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14(2), pp.29-42.
Stata, R. 1989. "Organizational learning: the key to management innovation, " Sloan Management
Review, 30(3), pp.63-74.
Zimmerman, M. 1990. Toward a theory of learned hopefulness: a structural model analysis of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4(1), pp.71-86.

- 89 -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6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bstract

Empowerment Model and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Sung Chul Hwang
(Ph. D. Associate professor, Silla Univ.)

Empowerment model based on strengths perspective is congruent with the purposes and values
of social work practice. No research has ever attempted to apply this model to macro practice
such as community organization and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This paper seeks to expand
the conceptual basis of empowerment model and its use in changing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o empower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decentralizat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team
approach, reward system to motivate employees, and organizational learning are necessary
elements. Managers of social welfare agencies should be cognizant of the way these elements
can be applied successfully. Learning organization has been suggested as an effective strategy to
empower organization in this paper because previous studies show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ersonnel. Despite the endorsement of positive outcomes it can
produce, several pitfalls of organization of learning strategy must be noted. However, there are
evidences that how it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social welfare agencies and associations
in he U. S. Based of these research evidences, administrators of social welfare agencies in
Korea are encouraged to adopt this empowering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agencies'
capacities to adapt ever charging environmental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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