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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922년, 사회사업은 ’환경 속의 인간’Person in Environment을 강조합니다.1) 하지
만 실제로는 인간 혹은 환경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쳤습니다.2) 당시에는 인
간과 환경을 통합할 수 있는 이론 체계가 부족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즈음까지 사회사업은 ‘환경 속의 인간’에 부
합하는 이론 구축을 시도합니다. 이를 위해 타학문을 차용하는데, 하나는
1954년 발표된 일반체계이론General

으로 대변되는 시스템이론

Systems Theory

이며, 다른 하나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발전

System Theory

한 생태학ecology입니다. 현재 사회사업 생태체계이론은 시스템이론과 생태
학을 접목한 파생 이론입니다.

한편 시스템이론과 생태학은 이후로도 지속 발전합니다.
시스템이론Systems Theory은 인공두뇌학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등으로 발전합니다. 타 학문에도 영향을 주어 공학,
사회학, 생물학, 생태학, 경제학, 경영학 등에 널리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는 복잡계이론Complex System Theory까지 이릅니다.
생태학 또한 시스템이론으로 생태계를 설명하는 시스템 생태학의 오덤
Eugene Odum, Howard Odum

학파, 진화와 생물종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맥아더

학파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합니다. 이후 회복탄력성Resilience3)을 발표한 홀
1) 1922년 메리 리치몬드Mary Ellen Richmond의 저서 ‘What is social casework'에서 ‘상황 속의
인간’Person in Situation으로 명명한 후 1964년 플로렌스 홀리스Florence Hollis가 ’환경 속의 인
간’Person in Environment으로 명명
2)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과 정체성 확립에 대한 고찰 : 간접적 개입과 관련하여, 이은주, 상
황과복지, 2003

사회복지실천은 개인과 환경의 공유영역 혹은 상호작용에 개입하는 것이 본질적 초점이라
고 규정된다. 그러나 개인과 환경 중 어느 쪽에 보다 치중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되어 온 논쟁거리 중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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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C.S.Holling의 생태학까지 이릅니다.

이에 비하여 사회사업 생태체계이론은 여전히 197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
다. 특히 한국에서는 1970년대 당시 생태체계이론마저 별도로 소개한 단
행본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 도서에서 생태체계이론을 부분적으로 소
개합니다만 분량도 적고 깊이도 얕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사회사업가가
생태체계이론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론이 빈약하니, 사회사업
개념과 실천 또한 빈약해집니다.

이 부분이 아쉬워 생태체계이론을 살폈습니다.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
대 시스템이론과 생태학을 사회사업에 새롭게 적용하여 생태체계이론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사업 개념과 실천 또한 현대에 맞게 갱
신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이러하나 많은 한계를 갖습니다.
첫째, 이 책에서는 생태체계이론을 사회사업 근간으로 전제하고 사회사업
개념을 풀어갑니다. 하지만 생태체계이론만이 사회사업 근간이라 할 수 없
습니다. 따라서 생태체계이론과 맞지 않는 실천이라 하여 그것을 사회사업
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시스템이론과 생태학에 대한 깊이가 얕고, 연구 기간이 일천합니다.
오류가 적지 않을 겁니다. 본문 간에도 정합성을 잃거나 자체 모순도 적지
않을 겁니다.

3) 레질리언스, 회복탄력성, 복원성, 적응유연성 등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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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명확하여 부끄럽지만, 먼저는 저를 위해, 다음은 사회사업을 위해
이 책을 공유합니다.
첫째, 사회사업 개념을 세우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그러합니
다. 글을 공유하여 독자로부터 의견을 받는다면 제게 가장 유익할 겁니다.
둘째, 누군가는 이 책을 디딤돌 삼아 생태체계이론과 사회사업을 갱신하리
라 믿습니다. 이로써 이론이 튼실해져 사회사업도 튼실해지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글이 사회사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이 글을 계기로 제
자신이 마땅한 사회사업 개념을 세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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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판 3.2.0. 활용 방법
이 책은 시험판 3.2.0. 입니다.
정식 초판으로 발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책으로 발행하
지 않으면 수정, 보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여 시험판
부터 발행합니다. 글자 그대로 시험판이므로 향후 상당 기간 수정, 보완합
니다. 의심스럽거나 잘못되었거나 보완하면 좋을 부분 등을 알려주시면 수
정, 보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0까지는 근거자료를 미주로 처리했으나, 3.0에서는 본문을 읽으며 개념
을 쉽게 이해하도록 근거자료를 각주로 옮겼습니다. 특히 출처 뿐 아니라
본문 내용을 자세히 인용하였습니다.
생태체계 규모에 따른 사회사업을 자세히 풀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보다
큰 규모의 거시 생태체계 사회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자연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회사업 용어 중심으로 다듬었습니
다. 네트워크와 시스템 사고에서 이론 분량을 간략하게 수정했고, 사회 네
트워크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종이책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한글 파일을 제공합니다. 푸른복지사무소 홈
페이지 http://welfare.pe.kr 에서 원본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
수정 등 다양하게 활용하십시오.
의견 주실 곳
이메일 masil@welfare.pe.kr
페이스북 masilbyul
블로그 http://blog.daum.net/wel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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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생태체계이론의 태동

한국사회사업 변천

생태체계이론 태동

응급구호 자선사업
사회정책, 행정 포괄
사회사업 모호

공유영역
관계와 상호작용
공생
사회사업 정체성

시스템이론
생태학
사회사업
통합방법론

시스템사고

체계 기본개념

인과구조
양(강화) 되먹임
동귀결성 다중귀결성
정책지렛대 강점

개방체계 자주성
엔트로피
자생성 강점

네트워크
위상구조
작은세상 네트워크
약한연결 강한연결
다수, 조밀, 다종
커넥터와 임계점

생태체계

공진화 자기조절

창발 주기성
자기조직화 창발
요동에 따른 창발
회복탄력성 파나키
혼돈의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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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먹임 자기조절
진화 안정성 자생성
순치체계
상호적응 공진화

1.1. 환원주의 패러다임과 한계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환원주의reductionism 가 과학 발전을 이끌었습니다.4)
환원주의란 전체를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부분을 조합하면 다시 전체로
환원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환원주의가 주류가 되자 사람들은 우주, 인간까지도 기계처럼 이해했습니
다. 부품을 이해하면 기계를 이해할 수 있듯, 부분을 이해하면 우주도 생명
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5)
환원주의 덕에 인간이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수술로 생명을 크게 연장하
고, 정신 건강을 깊게 다루었습니다. 과학 특히 생물학, 의학 및 심리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6)

4)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 프리초프 카프라, 범양사, 2007
19세기 과학자들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심리학 및 사회과학에서 기계론적 우주 모형을 계
속하여 정교하게 다듬었다. 그 결과 뉴턴의 세계-기계는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구조를 가지
게 되었다. 동시에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사고방식이 뉴턴 모델의 한계성을 노출시켰고, 20
세기의 과학혁명에의 길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5)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 프리초프 카프라, 범양사, 2007

데카르트의 시대에는 특히 시계 제조에 고도의 숙련을 이룩했으며, 시계는 다른 자동 기계의
모델이었다. 데카르트는 동물을 ‘치차(
)와 태엽......으로 구성된 ......시계’에 비유했으며,
더욱 확대하여 인간에 비유하고 있다. “나는 인간의 육체를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한다. ......
나의 생각으로는 병든 사람은 잘못 제조된 시계, 건강한 사람은 잘 제조된 시계에 비유될 수
있다.”

齒車

6)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 프리초프 카프라, 범양사, 2007

데카르트의 방법론은 분석적이다. 사상과 문제를 각 부분으로 분해하고 이들을 논리적 순서
로 배열한다. 이 분석적인 추리 방법은 아마도 과학에 대한 데카르트의 가장 큰 공헌일 것이
다. 이것이 현대 과학 사상의 본질적 특성이 되었으며, 과학 이론의 발전과 복잡한 기술 설계
의 실현에 극히 유용함이 증명되었다. 나사(NASA)로 하여금 인간을 달 위에 설 수 있게 한
것은 데카르트의 이 방법론이었다. ... 중략...
그는 “정신에 속하는 것으로 신체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신체에 속하는
것으로 정신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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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점차 환원주의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작은 단위로 나눌수록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물
질을 쪼개면 전자가 나오는데 전자가 파동인지 입자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
다. 실제로 전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파동이 되기도 하고 입자가
되기도 합니다. 상호작용에 따라 본질이 달라지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
다.7)
육체와 심리를 분리하여 의학과 심리학이 큰 성과를 얻었으나, 분리의 결
과로 의사는 심리가 육체에 미치는 영향을 잘 고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의사가 환
자의 심리를 무시한 채 기계 대하듯 육체 치료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합니
다.8)

게다가 환원주의는 부분이 좋으면 이를 모은 전체 또한 당연히 좋다고 판
단합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 모두 합리적 판단을 하면 전체 또한 합리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계가 아닙니다. 부분을 이해해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
라 전체 결과가 달라집니다. 때로는 좋은 것을 모아도 전체로는 나쁜 결과
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가 경제는 퇴보합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하는데 인류 생존이 위험해 집니
다. 식탁은 풍성한데 환경 재앙이 커집니다. 이는 환원주의 사고로는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9)
7) http://ko.wikipedia.org/wiki/이중_슬릿_실험
8)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 프리초프 카프라, 범양사, 2007

정신과 물질의 데카르트적 분리는 ...... 중략 ...... 의사들로 하여금 병의 심리적 차원을 진지하
게 고려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정신병 치료자가 환자의 육체를 다루지 않게 하였던 것이다.
이 데카르트적 분리가 생명과학에서는 정신과 뇌의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혼란을 초래했고,
물리학에서는 양자론의 창시자들로 하여금 원자 현상의 관찰 결과의 해석을 극히 어렵게 만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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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도 동일한 한계에 직면합니다.
사회사업 또한 인간과 환경을 분석分析했습니다. 분석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별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환경 속의 인간’을 환경과 인간으로 분
리했습니다. 이 후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사회사업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환경을 개별로 이해한다고 전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요?
사회사업이 환원주의를 따를수록 사회사업은 '환경 속의 인간'에서 멀어졌
습니다. 인간 혹은 환경 중 어느 한 쪽에 계속 치우쳤습니다.
환원주의를 따르니 시각이 단선적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이
되는 부분을 찾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 해결책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다른 문제로 터져나왔습니다.
부분에 집중하느라 전체를 놓치고, 전체에 집중하느라 부분과의 상관성을
놓치는 한계가 계속됐습니다.
결국 이를 보완하자는 자각이 20세기부터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전일주의
holism

입니다.10)

9)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 프리초프 카프라, 범양사, 2007

서양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만약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같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10) 사회복지방법론, 뷰려 콤프톤 버트 갈라웨이 공저, 장인협 정영순 편역, 수문사, 1986

사회사업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총체성”은 부문 변수들의 합계 이상의 것이다. 그 “이상”이
라는 것은 그 목적(목표지향적 행동)과 상호작용의 복합성 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어
떤 현상을 분리된 부분으로 쪼개는 분석적 방법은 단지 정보의 방대한 분량의 항목들을 우리
에게 제공할 뿐이며 정보를 이해하거나 체계를 재결합하는 능력을 상실케 한다. 이 체계이론
적 접근은 한편으로는 개인이 관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이 관찰되는 과거의 분석적 지
향을 대신하여, 개인과 사회 및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총체로서 간주되는, 복합적인 조직의
문제에 대한 보다 전체적인 방향을 지향하게 한다.

15

1.2. 전일주의 : 시스템이론

20세기부터 대상을 전일11)로 이해하는 전일주의holism 사고방식이 등장합
니다. 부분에 대한 단선적 접근을 벗어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합니다.
전일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이 시스템이론System Theory입니다. 1954년 오스트
리아 출신 이론생물학자 베르탈란피Ludwig von Bertalanffy는 일반체계이론을 발
표하는데, 일반체계이론이 시스템이론의 본격적인 출발입니다.12)
이를 시초로 시스템이론은 ‘전체는 부분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이라는 환
원주의 사고에서 점차 벗어납니다. 시스템이론은 전체와 부분을 연결망으
로 살핍니다. 특히 상호 연결과 상호 의존을 살펴 전체와 부분을 하나로 조
망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일주의가 등장하자 사회사업도 전일주의 흐름을
적극 접목합니다.
1956년 루츠Werner Lutz는 미국사회사업가협회에 사회 체계와 관련한 요약본
을 제출하고, 1958년 헌Gordon Hearn은 시스템이론을 사회사업 이론 구축의
중심 개념으로 발표합니다. 같은 해, 리피트Ronald Lippitt, 웨슬리Bruce Westley, 왓
슨Jeanne Watson은 치료 기반 사회사업에 접목하고, 이 때 발표한 힘, 커뮤니케
이션, 클라이언트체계, 변화매개 등의 개념이 사회사업 전문 용어에 포함
됩니다.
1961년 슈바르츠William Schwartz는 사회 집단social group을,
짐밸리스트Sidney Zimbalist는 지역사회 평형community equilibrium을,
11) ‘전일’은 그리스어의 holoswhole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더 작은 단위로 환원할 수 없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12) 일반체계이론General Systems Theory에서의 체계가 영어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자연과
학에서는 ‘계’로 해석하고, 사회과학에서는 ‘체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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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워렌Roland Warren은 지역사회개발사회사업the development of community social
work

을,

1968년 저메인Carel B. Germain은 개별사회사업을 다룹니다.
1969년 헌Gordon Hearn은 일반체계접근The General System Approach를 발표합니다.13)
1973년 핀커스Allen Pincus, 미나한Anne Minahan은 4개의 하위체계로 이루어진 4
체계 모델14)을 발표하고, 이후 콤튼Beulah Roberts Compton, 갤러웨이Burt Galaway는
2개의 하위체계15)를 더하여 6체계 모델을 발표합니다.16)

13) Social Work Practic : A Systems Approach-2nd.ed, Benyamin Chetkow-Yanoov, The
Haworth Press, 1997에서 참고
14) 당사자체계client

system,

행동체계action

system,

표적체계target

system,

변화매개체계change

agent system

15) 전문가체계professional

system,

문제인식체계Problem identification system 또는 의뢰-응답체계

referral-respondent system

16) 사회사업실천방법론(하) : 응용이론, 장인협, 서울대학교출판부,1989

여기에 두 가지 체계 즉 전문가체계와 문제인식체계를 덧붙일 수 있는데, 목적과 관계에 관
한 워커의 결정이 체계의 정의를 결정하게 된다. (Compton & Galaway, 19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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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일주의 : 생태학

전일주의로 전환하는데 영향을 준 이론 중 하나가 생태학Ecology입니다. 독
일의 생물학자 헤켈E. H. Haeckel은 19세기 후반 ‘생태학’이라는 이름을, 영국
생태학자 탠슬리Arthur Tansley는 1935년 논문을 통해 생태계Ecosystem 용어와 개
념을 소개합니다.
1950년대 이후 오덤 형제로 불리는 미국 생태학자 유진 오덤Eugene Odum, 하
워드 오덤Howard Odum은 생태학을 시스템이론과 접목하여 생태계를 증명합
니다. 결국 생태학은 생물학과는 다른 학문으로 자리를 잡습니다.17)

당시 사회사업도 생태학을 접목합니다.
1973년 저메인Carel B. Germain은 개별사회사업에 생태학을 접목하고,
1976년 기터만Alex Gitterman과 함께 ‘생활모델The Life Model'을 발표합니다. 1975
년과 1978년 시포린Max Siporin은 시스템에 생태학을 접목하여 ‘생태학적 체
계 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를 발표합니다.
1979년 심리학자인 브론펜브레너Urie Bronfenbrenner는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
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 system, 시간체계chronosystem 등으로
인간의 생태 위계를 구분합니다.
생태학적 사회사업18)은 시스템이론을 접목하되 생태학에 더 무게 중심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 그림으로 이해하는 생태사상, 김윤성, 개마고원, 2009

오덤 형제는 생태학계가 배출한 학자 중에서도 걸출한 스타다. 오덤 형제는 시적 은유 상태
에서 답보하고 있던 탠슬리의 ‘생태계’를 부활시켰고, 학계에 최신 이론으로 등장한 시스템
이론과 물리학 이론인 열역할을 생태학에 도입했다. 그들은 1950년대 이후에 생태학이 자연
과학 분야에서 고유한 영역을 개척하며 눈부시게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8) 영어 단어가 주로 ecology 또는 ecological인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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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사업 생태체계이론

사회사업도 1950년 즈음부터 시스템이론과 생태학을 접목하여 변화를 시
도합니다. 환경과 인간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고자 시도합니다. 단
선적에서 벗어나 통합적 시각을 시도합니다.

다만 시스템이론은 그 출발이 수학과 과학입니다. 시스템이론을 접목한 사
회사업이 인간과 환경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입력, 출력, 되먹임, 재구조화
등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학, 과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사업가가
이를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실용
성이 떨어졌습니다.
한편 생태학은 생물과 그 환경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관계와 상호작용을
살피는 학문입니다. 사회사업가에게 생태학은 수학, 과학에 비하여 친숙했
습니다. 결국 익숙하지 않았던 시스템이론에 친숙한 생태학 개념을 접목하
여 관계와 상호작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비하여 사회사업가에게 인간
적이며 실용적인 면이 많았습니다.19)

사회사업은 시스템이론 대부분을 받아들이되, 시스템이론에서 부족한 부
분을 생태학으로 보완하여 1970년대와 80년대 생태체계이론Eco-System Theory
을 정립합니다.

19) 사회사업실천방법론(상) : 응용이론, 장인협, 서울대학교출판부,1989

다시 말하면 생태체계적 관점은 일반적인 체계의 구조와 성질을 설명해 주는 고도로 추상화
된 일반체계이론에 생태학의 인간주의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을 더하여 사회사업실천을 위
한 이론틀로서 보다 유용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9

1.5. 사회사업 통합방법

1960년대 이전 약 40년 동안 사회사업은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을 주장했
습니다. 하지만 주장한 관점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사고방식이 빈약했습
니다. 사회사업은 주장과는 달리 환경과 인간을 분리하였고, 그 중에서 특
히 인간에 치우쳐 관여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당시에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사
회사업을 나누고, 개별사회사업은 심리학 중심으로 접근하고, 지역사회조
직은 사회혁신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즉 이름만 사회사업일 뿐 방법은
서로 달랐는데, 이는 인간과 환경을 분리하는 당시 환원주의 사고방식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전일주의 이론이 생태체계이론으로 사회사업에 접목되자,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생태체계
이론이 성장할수록 3대 방법보다 통합방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생태체
계이론이 전일주의 사고방식임을 감안하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
습니다.
다만 당시 전일주의에 대한 이해가 얕아 통합방법이 마치 모든 방법을 종
합하는 것으로 오해한 측면이 큽니다. 이는 뒤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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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스템이론과 생태학의 발전 그리고 사회사업

사회사업 생태체계이론의 근간이 된 시스템이론과 생태학은 급격히 발전
했습니다.
시스템이론은 일반체계이론을 시초로 현재까지 수십 년간 크게 발전했습
니다. 창발, 자기조직화 개념 등을 밝혔고, 수학 특히 컴퓨터 발명으로 복잡
계이론에 이르렀습니다.
생태학 또한 현재까지 수십 년 이상 발전하면서 회복탄력성 및 적응주기,
공진화, 파나키 구조까지 밝혔습니다. 관련이론으로 90년대부터는 네트워
크 이론 등이 등장하며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반면 현재 한국 사회사업 교재에서 소개하는 생태체계이론은 시스템이론
의 시초인 1954년 일반체계이론과 생태학을 접목한 초창기 생태체계이론
이 대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사회체계이론을 최신이론으로 소개하지만,
이는 사회를 대상으로 시스템이론에 따라 연구한 것에 가깝습니다. 인간과
환경을 전일로 보는 생태체계이론과는 기본 전제부터 다릅니다. 이처럼 초
창기 이론에 머물거나 적합하지 않은 이론을 가져오다보니, 사회사업 생태
체계이론은 시스템이론, 생태학과 동떨어져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1970년대, 사회사업이 당시 최신의 시스템이론과 생태학을 접목하여 생태
체계이론을 구상하였듯, 현재 사회사업 또한 현대 시스템이론과 생태학 등
을 다시 살펴 접목 갱신 발전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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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글 : 생태학, 시스템이론, 생태체계 이론의 태동

~1940년

생태학
1935년 생태계
용어 정립

사회사업
1922년 상황 속의 인간

1948년
사이버네틱스
발표

1941년~
1950년

1951년~
1960년

시스템

시스템생태학
정립

1954년
일반체계이론

사이버네틱스
유행

1961년
산업동태론을
통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소개20)

1961년~
1970년

1956년 루츠는 사회 체계 요약본 제출
1958년 헌은 시스템이론을 사회사업 이론
구축의 중심 개념으로 발표
1958년 리피트, 웨슬리, 왓슨은 치료 기반
사회사업에 접목
1964년 환경 속의 인간으로 명명
1961년 슈바르츠는 사회 집단을, 짐밸리스트는
지역사회 평형을 다룸.
1963년 워렌은 지역사회개발사회사업을,
1968년 저메인은 개별사회사업을 다룸.
1969년 헌은 일반체계접근 발표
1973년 핀커스, 미나한은 4체계 모델 발표
콤튼, 갤러웨이는 6체계 모델 발표

1971년~
1980년

1973년
회복탄력성,
적응주기 이론
발표

1973년 저메인은 개별사회사업에 생태학 관점
접목
1970년대
파국이론

1979년 가이아
이론 발표21)

1976년 저메인, 기터만은 생활모델 발표

1975년과 1978년 시포린은 생태학적 체계 이론
발표
1979년 심리학자인 브론펜브레너는 생태 위계를
구분한 인간발달 생태학 발표

1981년~
1990년

회복탄력성,
적응주기,
파나키 등
발전

1991년~

생태학 개념을
타 학문
분야로 확장
적용

1980년대
혼돈이론

생태체계이론 정립 발전
시스템사고
발달22)
복잡계 이론
발달23)
네트워크 이론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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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스템 다이내믹스, 김도훈 문태훈 김동환, 대영문화사, 1999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1961년 포레스터(Jay W. Forrester)의 ‘산업동태론(Industrial
Dynamics)'이라는 책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연고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초기에는 산업동
태론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산업동태론이 산업 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전 분야, 심지
어는 자연과학과 공학에도 적용되면서 좀더 일반적인 용어인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불리게
되었다.
21)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생활권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며 지구환경을 변
화시켜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해나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1979년 영국의 기
상학자인 러브록(J. E. Lovelock)이 쓴 ‘가이아 :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지구’라는 책에 처음
등장했다.
22) 시스템 다이내믹스, 김도훈 문태훈 김동환, 대영문화사, 1999

일련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들(Forrester, 1993; Richardson, 1991; Richmond, 1993;
Senge & Sterman, 1992)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대체하는 사고틀로서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를 제안하고 있다.
23)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시스템 이론은 여기서 다양한 방향으로 가지를 뻗는다. 중요한 흐름의 하나는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4C" 이론의 등장이었다. ”4C" 이
론이란 1950~1960년대에 유행한 사이버네틱스, 1970년대에 유행한 파국 이론, 1980년대에
유행한 혼돈 이론을 거쳐 1990년대 이후 유행한 복잡계 이론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이야기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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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한국 사회사업 변천과 생태체계 이론

한국사회사업 변천

생태체계이론 태동

응급구호 자선사업
사회정책, 행정 포괄
사회사업 모호

공유영역
관계와 상호작용
공생
사회사업 정체성

시스템이론
생태학
사회사업
통합방법론

시스템사고

체계 기본개념

인과구조
양(강화) 되먹임
동귀결성 다중귀결성
정책지렛대 강점

개방체계 자주성
엔트로피
자생성 강점

네트워크
위상구조
작은세상 네트워크
약한연결 강한연결
다수, 다종, 조밀
커넥터와 임계점

생태체계

공진화 자기조절

창발 주기성
자기조직화 창발
요동에 따른 창발
회복탄력성 파나키
혼돈의가장자리

24

되먹임 자기조절
진화 안정성 자생성
순치체계
상호적응 공진화

2.1. 응급구호, 자선사업 중심의 초기 사회사업
가. 1950년대 초반
당시 사회사업에 종사했던 인원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급구호와 자선사업 중심의 시설 종사자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사업은 응급구호 중심의 자선사업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발발로 혼란이 커졌고 부모를 잃은 아동이 급격히 늘자 시
설도 많아졌습니다. 당시 사회사업은 부모 잃은 아동을 위한 시설이 다수
였습니다.
늘어난 아동 시설만큼 인력도 필요했으나, 당시 대다수 시설종사자는 사회
사업을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사업가로 불리지도 않았고 주
로 총무, 반장, 주임 등으로 불렸습니다.1)

두 번째는 사회사업 교육을 이수한 사회사업가였습니다.
1950년대 초에는 대학교육 과정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1947년 설
립한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사회사업학과이고, 다른 하나는 1953년 설립
한 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입니다.2)
1)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1957~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공동체,
2007
1950년대 중반에 한국의 사회사업들에는 크게 두 유형이 있었다. 그 첫 번째는 해방 이후부
터 응급구호사업에 뛰어들었던 다수의 사회사업종사자들이다. 이들을 굳이 사회사업종사
자로 부르는 것은 대학과정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전문사회사업교육을 받지
않은 인력이라는 점 때문이다. 고아원이나 재활원, 양로원 및 구호소 등 당시 급증한 사회사
업 시설들에는 실질적으로 질적 통제가 없이 많은 수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
부분 아무런 사전 교육없이 투입되었고, 근무현장에서의 명칭도 사회사업가가 아닌 총무, 주
임, 반장 등이었다.
2) 한국 사회복지학의 고등교육 50년 - 사회복지의 제도화와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배경으로,
이혜경 남찬섭, 한국사회복지교육, 2005
1947년 9월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사회사업학과의 설립으로 한국 사회복지학의 고등교육
이 시작되었다. 그 후 1953년 한국전쟁 종결 직전에 대한YMCA 연맹 후원으로 중앙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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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사회사업학과는 학과명에 사회사업을 포함했으나
실상은 사회사업가 양성보다 기독교인격 양성에 가까웠다고 평가합니다.
대다수 과목이 기독교과목이었고 사회사업교과목은 일부였습니다. 이는
8명의 교수 중 7명이 기독교전공, 1명만 사회사업 전공이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는 당시 시설종사자가 응급구호 중심의 자선사
업을 잘 실천하기 위해 입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또한 아
직 사회사업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4)
특히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미국 미네소타대학 사회사업학과장인 키드네
이Kidneigh는 다음과 같이 자문자답합니다. “어떤 수준의 어떤 전문사회사업
교육이 한국에 존재하는가? 미국에서 사회사업교육에 부여하는 의미로 본
다면 아무 것도 없다.”5)
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고....
3) 한국 사회복지학의 고등교육 50년 - 사회복지의 제도화와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배경으로,
이혜경 남찬섭, 한국사회복지교육, 2005
1955년 이화여자대학교가 펴낸 대학안내를 보면,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정신으로 움직이는
사회사업가로서 사회사업지식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느끼는 기독교 교육지도자를 양성
함이 본과의 특징이다”라고 쓰고 있다(이화여자대학교, 1955: 27). 실천학문으로서의 사회
사업학을 강조하기보다 인격형성과정으로서의 대학교육에 방점이 실려 있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사회사업학과의 교과과정을 보면, 전공교과목은 대부분이
기독교과목이었고 사회사업과목은 case work, group work, 아동심리, 청년심리, 사회문제
등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55년이 되면 사회사업 전공교과목이 훨씬 다양해
져서, 사회사업개론, 사회문제, 아동복지, case work, group work, community
organization, 사회조사, 사회통계, 사회입법, 사회보장, 사회정책, 시설운영론, 실습 등이 전
공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었다(이화여자대학교, 1962). 그러나 학과 교수 8명 중 1명만이 사
회사업전공이고 나머지 7명은 기독교전공이었고 사회사업과목들은 주로 강사에 의존하였
다(case work과 group work은 외국인 강사).
4)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1957~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공동체,
2007
1950년대 전반까지 존재하던 두 개의 대학교육과정, 즉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사회사업학
과(1947년 설립)와 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에서의 사회사업교육은 아직 전문사회사업교
육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였다.
5)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1957~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공동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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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키드네이는 한국 사회사업 교육의 부족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장학
사업으로 1955년 하상락, 김학묵, 백근칠 3인을 미네소타대학교로 초대합
니다. 이후 3인은 사회사업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1957년에 귀국합니다.
1958년 3인이 주도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사회사업학과를 설립하고,
이듬해 서울대학교는 1959년 학부에 사회사업학과를 설립합니다. 이후 몇
개 대학에서 사회사업 교육 과정을 개설하며 사회사업가를 배출합니다. 대
학에서 사회사업 교육을 이수한 이들은 기존 종사자와 달리 자신을 사회사
업가로 구분합니다.6)

당시 사회사업에 종사했던 두 부류의 비중을 살피면 사전 교육 없이 응급
구호 및 자선사업 차원으로 활동하는 종사자가 대다수였고, 사회사업 교육
을 받은 사회사업가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인력 비중이 이와 같으니 사회사업 현장 또한 응급구호와 자선사업에서 크
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 당시 상황과 생태체계 이론
그렇다면 당시 한국 사회사업에서 생태체계 이론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을
한국사회사업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미국 미
네소타대학 사회사업학장 Kidneigh박사는 다음과 같이 자문자답한 바 있다.
“어떤 수준의 어떤 전문사회사업교육이 한국에 존재하는가? 미국에서 사회사업교육에 부여
하는 의미로 본다면 아무 것도 없다.” 최원규 “Kidneigh의 한국사회사업교육자원활동에 관
한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제3호, 1991, p.209
6)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1957~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공동체,
2007

한편 두 번째 부류의 사회사업가는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사회사업학과와 1953년
에 설립된 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한 사회사업가들이다. 이들은 미국식 전문사회
사업에 대해 교육받았고, 따라서 사회사업 전문직의 정체성에서 첫 번째 사회사업종사자들
과 달랐다. 이들은 사회사업종사자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구호사업이나 시설사
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에 비해 자신들을 전문성이 높은 사회사업가로 인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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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요?
1950년대는 미국 사회사업도 생태체계 이론을 정립하기 전입니다. 관점으
로는 ‘상황 속의 인간’을 강조했지만, 이에 맞는 중심 이론은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1958년이 되어야 헌Gordon Hearn이 시스템이론을 사회사업
의 중심 이론으로 접목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50년대 초반 한국
사회사업은 생태체계 이론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사업 생태체계이론의 근간인 ‘환경 속의 인간’은 어떠할까
요?
한국은 전쟁으로 인한 응급구호와 자선사업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현
장에는 사회사업 교육을 받은 사회사업가마저 소수였습니다.
결국 당시 한국 사회사업 관점은 ‘환경 속의 인간’이기보다는 응급구호, 자
선사업에 가까운 ‘인간’에 가까웠으며, 사회사업이 한 분야로 자리 잡지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관점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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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사업 교육을 이수한 사회사업가 정착
가.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1950년대 중반, 대학에서 사회사업교육을 이수한 사회사업가가 현장에 진
출하면서 사회사업 분야가 차츰 자리를 잡습니다.
1957년에는 한국사회사업학회, 1964년에는 한국개별사회사업가협회가,
1966년에는 한국사회사업가협회를 창립합니다.7)
특히 당시 사회사업 분야가 점차 자리잡는데 외국민간원조기관 한국연합
회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약칭 KAVA의 역할이 컸습니다. 연합회는 튼
실한 재정을 기반으로 한국 사회사업 분야에 다수 기관을 설립하는 등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8)

영향력이 커진 외원기관은 서구식 사회사업을 이해했고 재원이 풍부했기
에 적지 않은 사회사업가를 채용했습니다. 이는 사회사업이 한국에 자리잡
7) 신사회사업개론, 김덕준, 김영모, 이명흥, 지윤, 강만춘 공저, 1970 원고를 한국사회복지학
회 50년사(1957~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공동체, 2007에서 재인용
...... 1957년에는 한국사회사업학회가 창립되었으며 1964년에 한국개별사회사업가협회가
탄생하였고 1966년에는 한국사회사업가협회도 조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사업학과
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로서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도 발족이 되어 있는 것이다.
8) 사회복지사중부정보넷 홈페이지 WIKI Welfare 내 외국민간원조기관 KAVA 자료
http://jungbu.welfare.net/bbs/board.php?bo_table=wiki&wr_id=3
KAVA란 Korea Association of Volunrary Agencies의 약칭으로 "외국민간원조기관 한국
연합회"라 불리운다. ...... 중략 ......

본 연합회는 1952년 7개 기관이 모여 발족을 보게 되었고, 2년 후인 1954년에 한미재단으로
부 터 25,000달러의 기증금을 받아 재정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세워 다음해인 1955년에는 사
무국을 두어 비로서 연합회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1964년에 이르러 KAVA의 회원단체는 70여 기관으로 늘어났고 이중 28개 단체는 교육, 보
건, 사회복지, 구호 및 지역사회개발의 사업등에 직접적인 유대를 가진 기관들이 었다. 42개
단체들은 주로 기독교 복음전파 즉 포교라는 사명과 목적을 갖고 종교사업에 치중하면서 부
수적으로 교육, 구호, 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업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현재는 61개 기관
이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경제의 성장과 자립경제로의 발돋움이 외원의 축소 및 철수를 불가
피하게 함으로써 KAVA의 회원단체가 점차 축소일로(
)의 경향에 있다 하겠다.

縮小一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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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취업할 현장이 없으면 교육기관도, 사회사업가협회도, 사회사업학회도 성
장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영향력이 컸던 외원기관이 사회사업가를 안정적
으로 채용하면서 한국 사회사업 분야는 안정될 최소 조건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9)

나. 당시 상황과 생태체계 이론
당시 한국 사회사업에서 생태체계 이론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1960년대는 미국 사회사업이 생태체계이론을 구축하고자 시도하던 시기
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생태체계이론이 확고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
으며, 일반체계이론을 부분적으로 사회사업에 접목하는 초보 단계였습니
다.
따라서 당시 한국 사회사업은 생태체계이론과 여전히 무관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다만 1964년 초판이 발행되었고, 1985년 재판이 발행되었던 ‘사회사업사
’10)에 따르면, 저자는 사회사업을 “인간관계를 조정하는 기술”로 정

社會事業史

의합니다. 특히 이를 설명하는 단어로 ‘관계’, ‘사이’ 등을 강조합니다.11)
9) 한국 사회복지학의 고등교육 50년 - 사회복지의 제도화와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배경으로,
이혜경 남찬섭, 한국사회복지교육, 2005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사회사업가를 실제로 필요로 하며, 전문가로 대접할 수 있는
현장은 오랫동안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훈련받은 전문사회사업가를 고용한 것은 주로 사회
사업전문직에 대한 이해가 있고 재원이 비교적 풍부한 외원기관들, 주로 아동복지기관들이
었다.
10) 저자 지윤, 발행처 홍익재
11) 사회사업사, 지윤, 홍익재, 1964(초판) ; 1985(재판), 309쪽

社會事業

사회사업(
)이라함은 “인간관계를 조정하는 기술” 즉 곤란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극
복하기 위한 원조기술(
)이라고 정의하면 가장 잘 그 의미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
다. 예를 들면 본토인(
)과 이주인(
)과의 사이에 혹은 노동자(
)와 자본가

援助技術
本土人

移住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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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動者

흥미로운 점은 ‘사회사업사社會事業史’에서는 사회사업과 자선사업의 차이를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여전히 사회사업과 자선사업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저자는 사회사업과 자선사업의 차이로 ‘관계, ’
사이‘ 등을 제시한 셈입니다.12)
이는 사회사업이 전통적으로 강조하던 관점인 “환경 속의 인간”에 가깝습
니다. 1950년대 초반 한국 사회사업 관점이 인간에만 머물렀음을 감안하
면, 1960년대 한국 사회사업 관점은 조금씩 제자리를 향했다고 볼 수 있습
니다.

관점
환경속의
인간

결국 당시 한국 사회사업은 규모 면에서는 외원기관으로 인해 안정 되었
고, 관점 면에서는 서구식 사회사업의 영향으로 ‘환경 속의 인간’이 조금씩
명확해졌으나, 여전히 생태체계이론과는 무관했습니다.

資本家

學校

家庭)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조정하는 기

(
)와의 사이에 또는 학교(
)와 가정(
술“을 사회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12) 사회사업사, 지윤, 홍익재, 1964(초판) ; 1985(재판), 309쪽

社會事業

慈善事業
救濟

別名

아직 많은 사람들은 사회사업(
)은 단순히 자선사업(
)의 별명(
)으로 해
석하고 있다. 즉( ) 무보수로 제공되는 봉사(
)와 구제(
)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사회
사업(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社會事業

卽

奉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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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사업이 직면한 도전
가. 1970년대
1970년대 중반, 한국 사회사업은 두 가지 사안을 직면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입니다.
주된 내용은 미국식 사회사업 특히 인간 측면에 치우쳐 개입하는 사회사업
방식은 한계가 크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빈곤이 산업사회 발전
에 따른 사회적 결과라는 각성에 따라 힘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사업
이 사회개혁을 다루는 사회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
고, 이는 미국식 사회사업을 받아들인 아시아 국가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어진 거센 흐름이었습니다.13)

이 같은 요구에 각 국가는 다르게 대처했는데,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사회
정책학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일본, 독일 등은 오랜 역사를 가진 사회정책학회 등이 별도
로 존재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사회정책학회를 중심으로 사회개혁 요구를
다루었습니다. 물론 사회사업 또한 사회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했으나, 사
회정책을 전담하는 데까지 확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2010년대인 현재까지도 사회정책학 자체가 생소합니다. 당
시 사회정책학이 별도로 없었던 한국에서는 사회개혁 요구를 인접 또는 유

13) 한국 사회복지학의 고등교육 50년 - 사회복지의 제도화와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배경으
로, 이혜경 남찬섭, 한국사회복지교육, 2005

미국의 기능적 전문사회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1960년대 중반 이래, 미국식의 사회사
업학을 모방‧수입한 아시아 각 국에서 종래의 casework 중심의 미국 사회사업의 현실적합성
을 재검토하는 공동노력이 시도되면서부터 한국 사회사업학계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검토
되어 오고 있었다.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사회사업학 모방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할 때, 한국
은 고도경제성장이 초래한 구조적인 문제들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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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분야가 수용∙대응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14)
이런 배경에 따라 한국은 유럽, 영국, 일본 등과 달리 사회사업에 사회정책
특히 사회복지정책을 적극 통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두 번째는 외국원조기관의 철수입니다.
당시 대학 교육을 이수한 사회사업가는 주로 외국원조기관에 취업했습니
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한국이 압축경제성장을 이루자 외국원조기관이 속
속 철수했습니다.15) 이 과정에서 사회사업가 또한 현장을 잃었습니다. 현
장 사회사업가가 줄자 학회도 협회도 기반이 급격히 취약해졌습니다.
당시 외국원조기관에서 일했던 한 사회사업가는 1970년대 후반 외국원조
기관이 철수한 후 현장 사회사업가의 수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고용되어 활동한 사회사업가의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14) 한국 사회복지학의 고등교육 50년 - 사회복지의 제도화와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배경으
로, 이혜경 남찬섭, 한국사회복지교육, 2005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유럽의 사회정책이나 영국의 사회행정으로서가 아니라 미국의 전문
사회사업으로서 처음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도 향후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중략 ....... 게다가 한국에는 영국의 페이비언 사회주의나 독일의 사회정책학회, 일본의
사회정책학회처럼 거시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와 이념의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 중략 ....... 전후 일본의 사회사업학이 사회정책론과 궤를 달리하게 되는 것과는 달리 한
국 사회복지제도의 구축을 싸안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복지학으로의 지평확대를 선택한 셈이
었다. 이러한 선택이 가능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에는 영국의
페이비언 사회주의나 독일의 사회정책학회, 일본의 사회정책학회처럼 거시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와 이념의 전통이 부재하여 경제학이나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어느 영역에서도 한
국 사회복지의 방향을 주도할 만한 학문적 토대나 축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
다.
15)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1957~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공동체,
2007
1970년대 압축경제성장 가운데 외국원조기관들은 속속 철수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중반
에는 거의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으로 대체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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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장은 사회사업가라는 직업, 사회사업이라는 영역 자체가 위협에 직
면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당시 한국 사회사업은 사회정책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사안과
함께, 현장 자체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어떻게 사회사업 영역∙직업을 보전
할 것인가 하는 사안을 직면했습니다.

나. 당시 상황과 생태체계 이론
그렇다면 당시 한국 사회사업에서 생태체계이론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을
까요?
1970년대 미국 사회사업계에서는 생태체계이론이 확고히 자리 잡습니다.
4체계이론, 6체계이론, 생활모델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발간한 초창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1983년 장인협 외 다수
가 공역한 것인데, 장인협은 1974년 초판인 본 원서16)를 1977년 미국에서
처음 접합니다.17) 약 10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사업은 1970년대까지 여전히 생태체계이론과 거의 무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 본 원서는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A Social Systems Approach
‘으로 1974년에 초판 발행한 도서입니다.
1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체계 접근법을 중심으로, Ralph E. Anderson, Irl E. Carter,
장인협 외 다수 공역, 집문당, 1983

兩著者
現在
會事業大學院長
社會事業大學院長

修學時

恩師

특히 양저자(
)는 본인이 미국에서 수학시(
)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은사(
)들로
서 현재(
) Ralph E. Anderson은 미국 State University of Iowa의 사회사업대학원장(
)으로 재직 중이고, Irl E. Carter는 University of Minesota(Duluth)의 사회
사업대학원장(
)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다. 마침 1977년 모교의 초청으로
방문하면서 이 책의 출판을 알았고, 그간 7판( )을 거칠 정도로 널리 보급 활용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교수들로부터 책 한 권을 증정 받음과 함께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으면 해도 좋
겠다는 내약도 받았던 것이다.

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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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이처럼 당시 한국 사회사업이 생태체계이론과 무관하니, 관점과 사고방식
의 부정합으로 대상까지 개인과 사회로 이분화 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전히 인간 또는 사회환경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유지되었습
니다.

개념
환경속의인간



사고방식

대상

전일주의 조망

생태체계

사고방식

대상

환원주의 분석

인간

대상
사회환경

이런 현상은 당시 개별사회사업 도서, 사회정책 도서에서도 찾을 수 있습
니다. 관점은 환경 속의 인간을 주장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 사
회 환경은 고려 사항에 머물렀고,18) 반대로 사회환경을 대상으로 삼는 경
우 인간은 고려 사항에 머물렀습니다.

新社會事業槪論

18) 신사회사업개론(
), 김덕준 외 공저,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0, p. 118 ; 사
회사업, 중신출판부, 1976에서 재인용

指導社會事業家

개별지도사회사업가(
)는 어디까지나 면접(⾯接) 등(等) 조사와 각 가지 진단(診
斷)과정(過程)을 통(通)해서 문제(問題)아동이나 노인불화가정.... 중략... 등(等) 에게 케이스워크
(Case work) 서비스를 제공(提供)해서 개인(個⼈)을 도와줌으로써, 그리고 사회사업 기관(機關)에서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원(願)하는 개인(個⼈)의 사회생활을 영위(營爲)함에 있어서
외적(外的) 사회적(社會的) 문제(問題)를 내적(內的) 심리적(⼼理的)으로 연관을 시켜서 개인(個⼈)으로
하여금 그 실천역할(實踐役割)을 개선(改善)해서 그의 사회적(社會的)인 기능(機能)을 복활(復活), 복
귀(復歸) 향상(向上)토록 하는 심리(⼼理) 사회적(社會的)인 선의(善意)의 간섭 내지는 봉사(奉仕)적 시
도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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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회사업에서 사회복지로
가. 1980년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하여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를 국가 단위에서 수용합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복지 관
련법을 제정 확대 개정합니다.19) 다만 당시 전두환 정권이 제정한 법은 선
언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실질적 복지 증대는 없었습니다.20)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인에게는 사회사업이라는 단어보다
복지 또는 사회복지가 훨씬 익숙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사업 용어 자체
도 사회복지로 통합됩니다.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
명칭을 ‘사회복지사’로 규정합니다.21) 명칭은 사회복지사로 바뀌었지만
영문은 사회사업가를 뜻하는 social worker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결국 사회사업가은 일반인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채 사회복지사로 통합
됩니다.
19)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1957~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공동체,
2007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복지사회의 구현이라는 국
정목표의 달성을 위해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확대 개정하고(1981, 1984), 노인복지
법(1981), 장애인복지법(1981) 등을 제정하였다.
20)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1957~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공동체,
2007

이렇게 이 기간에 제정된 사회복지관계법령은 상당히 많은 편이나, 이것이 곧바로 실질적인
국가복지의 형성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이
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의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
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
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
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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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당시 사회사업계는 이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회사업계 또한
사회정책에 대한 통합 요구를 적극 수용합니다.
첫 출발은 대학교 사회사업학과의 명칭 변경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두
사회사업학과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사업계 내부적으로 사회정책을 통합
하는 자주적 학풍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사회정책을 전공한
교수진도 많아지면서 통합 요구가 거세집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1979년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3개 대
학에서 사회사업학과 명칭을 사회복지학과로 개칭합니다.22) 이후 점차 사
회사업학과는 사라집니다.

사회복지로 통합하는 흐름은 학회에서도 일어납니다.
휴지기를 갖다가 1979년 다시 활동하던 기존 ‘한국사회사업학회’와 별도
로 1985년 ‘한국사회복지학회’가 창립됩니다.23)
22)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1957~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공동체,
2007
1979년에는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3개 대학에서 사회사업학과 명칭을 사
회복지학과로 개칭하였다. 개칭하게 된 연유에 대해 당시 본 한국사회사업학회 회장이었던
하상락 교수(서울대)는 본 학회의 학술지인 ‘사회사업학회지’ 창간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
고 있다. 즉 향후 시대적 요청인 복지국가, 복지사회 건설과 관련해 볼 때 사회사업이라는 학
과 명칭보다는 사회복지라는 학과 명칭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선진공업국가로 부각되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
여 급격한 사회변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생활 및 여러 문제들도 과거와는 전
혀 상이한 상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은 상식, 경험 또는 재래의 방법으로
는 해결되지 않는 예가 많다 하겠습니다. 특히 80년대에 우리 사회가 공업화되고 복지국가로
발전하게 될 때 사회사업의 역할은 중차대할 뿐 아니라 불가결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또 금 학기부터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및 중앙대학교에서 재래의 사회사업학과를 사회복
지학과로 개칭하여 앞으로 오는 복지사회 건설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은
국가장래를 위하여 경축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23)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1957~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공동체,
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제1집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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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사회복지학회 창립 취지를 살펴보면, 개인주의적인 사회의식을
개선하며 인도주의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협동적 노력과
함께 ‘사회정책을 통합하는 자주적 사회복지학풍’의 형성을 위한 것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24) 당시 한국사회복지학회가 발간한 발표 자료를 살
펴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25)

26)

한국사회사업학회와 한국사회복지학회는 몇 년 동안 양립하다가 1987년
한국사회복지학회로 통합하여 현재에 이릅니다.
우리 사회에 지난 25여 년 간 일어났던 급속한 사회변화로 기존의 공동체적 결속이 거의 해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것을 대치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해방 후 40여년 간 우리나라에 수용된 사회복지학은 비자주적 성격이 대단히 강
했다. 6∙25전란으로 말미암은 외원과 더불어 미국식 사회사업개념이 그 주류를 이루다시피
하여 행정가와 전문가로부터 경시되어 왔다. 사실 그러한 방법론은 우리의 사회적 요구와 문
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많은 전문가의 노력에 의하여 80년대부터는 우
리의 자주적 사회복지학풍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복지사회
건설의 요청이고 해방 후 세대의 자주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해 온 기존제도의 결함이 무엇이고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
지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나 정책으로 탐구하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정치적 슬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효율적 실천방안이 따르지 않으면 국
민을 실망시키고 그것이 새로운 불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의 단적인 예가 80년대 초에
있었던 복지사회건설의 국정지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선구자적 사명감이 없이
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사실 구세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지전문가가 가장
현실적인 구세주라고 본다. ...... 미략
1986년 5월 회장 김영모
24)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1957~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공동체,
2007

학회지 발간사를 분석하여 보면, 한국사회복지학회를 창립한 취지는 1980년대 중반에 복지
국가의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풀고, 개인주의적인 사회의식을 개선하며 인도주의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가계각층의 협동적 노력과, 자주적 사회복지학풍의 형성을 위한 것이
라고 정리할 수 있다.
25)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1957~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공동체,
2007

연구발표회와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발표자를 분석하여 보면, 논의의 주제가 전통
적인 사회사업분야에서 사회정책을 포함하여 자주적 사회복지학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돋
보인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나 복지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연
구가 많았다.
26) 당시 학회의 분리는 주도권 다툼에 따른 요인이 컸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리
의 명분으로 제시할 만큼 사회정책의 통합 흐름 또한 시대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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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 개념 변화를 어떻
게 바라봤을까요?
당시는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원조기관이 철수하던 시기였습니다. 일
부 국내기관으로 대체되었지만 사회사업가의 일터는 크게 줄었습니다.
당시 사회사업가에게는 사회사업 명칭 및 개념 변경보다, 당장 사회사업
현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특히 사회사업 대신 사회복지로 개칭하면, 사회사업가가 사회행정, 사회정
책까지 영역을 넓혀 공공 영역에 진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했습니다. 실
제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사
회복지사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진출했습니다.
결과에 따른 해석이긴 하지만 사회사업가가 사회복지사로 개념을 초광역
화 하면서 사회공공행정 영역까지 진출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
다. 따라서 당시 당면한 현실을 고려하면 사회사업가 입장에서는 개념 변
화라는 관념적 문제에 큰 관심을 두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를 지나면서 사회사업은 사회정책을 포
괄하는 사회복지로 개칭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나. 당시 상황과 생태체계 이론
그렇다면 당시 한국 사회사업에서 생태체계이론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을
까요?
1983년 장인협 외 다수가 번역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체계 접근법
을 중심으로’가 출판됩니다. 아직 생태체계이론이라 할 수는 없으나 사회
체계이론을 적용한 초창기 도서입니다.
1986년 장인협과 정영순이 편역한 ‘사회복지방법론’이 출판됩니다. 이 책
의 원서는 콤튼Beulah Roberts Compton, 갤러웨이Burt Galaway가 작성한 ‘Soci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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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s'인데, 생태체계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도서입니다. 원서는 초판
1975년, 제 2판 1979년, 제 3판 1984년에 개정되었는데, 장인협과 정영순
은 이 중 제 3판을 편역하여 한국에 소개했습니다.
1989년 장인협은 사회사업실천방법론을 출판하며 본격적으로 생태체계
이론을 소개합니다. 특히 사회사업실천방법론 상(上)에서는 체계이론과
생태학, 생태체계적 관점을 사회사업실천의 기초이론으로 포함하여 소개
합니다. 또한 사회사업실천방법론 하(下)에서는 기존 사회사업실천모델
을 소개하되,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각 실천모델을 이해하는 부분을 포함합
니다.
비로소 1980년대에 생태체계이론이 한국 사회사업에 등장했습니다. 이로
써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환경 속의 인간’ 관점에 부합하는 사고방식과 대
상을 갖췄습니다. 사고방식은 전일주의로, 대상은 생태체계로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관점

사고방식

대상

환경속의인간

전일주의 조망

생태체계

그러나 생태체계이론이 한국 사회사업에 완전히 정착했다고는 할 수 없었
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당시에는 생태체계이론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습
니다. 있다 해도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한 몇몇 모델을 소개하는 정도였습니
다.27) 학계가 이러했으므로 현장에서 생태체계이론의 접목은 거의 없었다

27) 사회사업이론에 있어서 체계론적 관점에 관한 연구 : 생태체계 이론의 적용을 위한 서설
적 연구, 최경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1987

40

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생태체계이론을 이론적 준거틀 정도로만 인식하였습니
다. 오직 기존의 실천모델들을 적용하기 전에 문제 현황을 이해하는 도구
로 보았습니다.28) 따라서 인간에 치우치거나 사회에 치우쳐 구축한 전통
적인 사회사업의 대상, 초점, 방법까지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관점

사고방식

대상

초점

방법

환경속의인간

전일주의 조망

생태체계

관계 상호작용

공생 상호적응

사고방식

대상

초점

방법

환원주의 분석

인간

심리역동

정신분석

대상

초점

방법

사회환경

사회문제

정책운동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최근
에 체계론적 관점이 적용된 한 분야로서 체계적 가족치료이론에 대해서는 몇몇 연구가 행해
졌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개별적인 치료모델에 대한 소개이거나 몇 학자의 모델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서, 이러한 모델들의 모체가 되는 보다 기본적인 체계론적 관점 자체에 대해서
는 아직 소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체계론적 관점이 갖고 있는 이론적인 중
요성과 실제적인 유용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사회사업학계에도 하루빨리 이것이 소개되
어 활발한 연구와 실제에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한 기
초적 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28) 사회사업이론에 있어서 체계론적 관점에 관한 연구 : 생태체계 이론의 적용을 위한 서설
적 연구, 최경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1987
EST(생태체계이론 Eco-System Theory)는 특정 개입방법이나 기술을 제시해주는 실천모델
이 아니라 문제현상을 사정, 평가하기 위한 관점, 즉 이론적 준거틀이다. ...중략... 즉 전통적
인 방법에는 실천모델을 적용하기 이전에 문제현상을 사정, 평가해 줄 일반화된 관점이 없었
던 것이다. 전통적 방법론이 갖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는 근본적으로 이런 인식론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태체계이론은 바로 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점
(perspective)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체계적 관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실
천모델들을 적용하기 전에 문제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를 판단, 선택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 즉 생태체계적 관점 내에서는 기존
의 실천모델들이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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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통적 사회사업이 인간 또는 사회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경향
을 극복하기 위해 생태체계이론을 모색하였는데, 여전히 전통적 사회사업
방식을 인정하는 것으로 절충하면서 실천 방식초점, 방법은 변하지 않았습니
다.
문제를 이해할 때는 생태체계이론에 따라 대상을 통합하나, 막상 실천할
때는 전통적 사회사업 방식을 따르니 내적 일관성이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대상도, 초점도, 방법도 개인과 사회를 분리하는 기존 방식에 머물렀습니
다.29)

결국 1980년대 사회사업에서는 생태체계이론이 학계에 한정되어 점차 자
리를 잡아갔으나, 그 적용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준거틀 정도의 제한된
범위로만 자리 잡았습니다.

29) 이런 경향에 의하여 현재도 생태체계이론은 오직 생태도로 문제를 이해하는 도구 수준에
머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도서를 살펴보면, 인간행동 도서와 사회
환경 도서를 단순히 합쳐서 제본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두고 관점, 전일
주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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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별도 글 :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의 구분>
현장에서는 사회사업과 사회복지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엄
밀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와 함께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
니다.
사회복지는 영어로 social welfare입니다. 반면 사회사업은 영어로 social
work입니다. 복지Welfare는 사회사업에 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사회사업
을 통해 복지를 도모하지만, 복지를 도모하는 일이 모두 사회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복지는 사회사업 뿐 아니라 주거, 의료, 노동, 소득 등 다양하
게 모여 함께 이룹니다.30)

사회복지

사회사업

주거

의료

노동

소득 등

이는 마치 의료를 통해 건강을 도모하지만, 건강을 도모하는 모든 활동이
의료행위라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은 체육, 식품
30) 사회복지의 자주적 모색, 김영모, 평민사, 1986
(저자 주 : 아래 글의 저자는 ‘지역사회사업’이 ‘지역사회복지’를 이루는 일부임을 밝힌다. 같
은 논리로 ‘사회사업’과 ‘사회복지’를 빗대어 이해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라는 말은 지역사회(community)의 복지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
역사회 복지의 개념은 대단히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사회복지에서 말하고 있는 지역사회사업(community work), 지역사회 행동(community
action),
지역사회 개발(community
development),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 지역사회 의학(community medicine) 등의 제 활동이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괄적 개념이 지역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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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수면 등 다양합니다.

건강

의료

체육

식품

수면

기타

건강이 의료의 전유물이 아니듯, 복지 또한 사회사업의 전유물이 아닙니
다. 건강을 이루려면 의료, 체육, 식품, 수면, 기타 모두를 포괄해야 하듯, 복
지를 이루려면 사회사업, 주거, 의료, 노동, 소득 등까지 모두 포괄해야 합
니다.
사회사업은 사회복지를 이루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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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회복지로의 통합이 가져온 기회와 위협
가.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한국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맥락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떠할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31)

유럽은 개인 자유보다는 사회 책임을 강조합니다. 영국에서 먼저 시작하여
미국에서는 활발했던 자선조직협회가 정작 영국에서 존재감이 사라진 것
도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당시 사조의 영향이 큽니다.32)
유럽은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이름을 선호하지 않으며, 사회정책이라는 포
괄적 이름 아래 국가 주도로 복지를 발전시켰습니다.
영국은 사회서비스에 소득보장서비스, 교육서비스, 건강서비스, 주택서비스, 개별적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등의 다섯 가지를 포괄합니다.33) 이 중 개별적

31) 한국 사회복지학의 고등교육 50년 - 사회복지의 제도화와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배경으
로, 이혜경 남찬섭, 한국사회복지교육, 2005
1980년대 이래 나타난 사회복지학으로의 개칭은 단순한 명칭의 변경이라기보다 한국사회
가 사회복지학에 부여한 이중적 사명의 확인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미국의 실천기술 중심의 사회사업학이 아니라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학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복지학으로
서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엄청난 기회이며 도전이다. 그것이 바로 후발 한국
사회사의 고유한 타이밍이 만들어 낸 역사적 특수성이기도 한 것이다.
32)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로버트 핑커, 인간과복지, 2000, 71쪽

독립된 단체로 남아있던 이 협회(자선조직협회)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서 기본 강
령을 개정하고 가족복지협회(Family Welfare Association)로 명칭을 변경한다. 사회사업․
사회정책학 영역 내에서 스펜서적 전통(자조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주장)은 보다 비공식적
인 형태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
더 이상 명백한 실체로 존재하지는 못한다.
33) '사회정책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토론, 김태성,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추계 학
술대회 자료집, 2003

반면에 유럽국가들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란 용어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사회정책이란 용어
를 선호하며, 또한 범위가 넓어 몇 개의 국가정책(예, 국방정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책들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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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란 한국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가까운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
다.34)

사회정책
Social Policy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

소득보장

교육

건강

주택

개별적 사회서비스
Personal Social Service

미국은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기조로 발전했습니다. 영국과는 달리, 미국
에서는 자선조직협회를 기반으로 성장한 사회사업이 사회사업학으로 자
리매김합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사회사업학이 사회복지정책까지 포괄하는 경향이 있습
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회복지정책이란 영국의 개별적 사회서비스personal
정책에 가깝습니다. 미국 사회사업학에서는 영국 사회정책에서 다

social service

34) '사회정책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토론, 김태성,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추계 학
술대회 자료집, 2003

발표자는 ‘사회정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역사, 정치, 철학 등을 총괄한다’고 주장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용어를 영국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
대신에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사회복지서비스란 용어를 개
별적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영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제 5의 사회서비스(the
fifth social service)' - 소득보장, 교육, 건강, 주택 다음의 5번째 사회적서비스-로 많이 사용하
는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용어를 달리 사용하게 되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사회복지정책의
정체성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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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국가복지정책이나 보장정책사회보험, 공적부조 등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습
니다.35)
한편 미국에서 사회정책Social Policy 또는 공공정책Public Policy 은 사회사업학과 별
개로 존재합니다. 미국에서의 사회정책학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집
단의사결정의 내용과 과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사회복지정책에 한정하
지 않으며, 정책과정,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분석, 정책평가 등의 세부
분야로 발전했습니다.36)

공공정책

사회사업

Social Policy
Public Policy

Social Work

사회사업실천

사회복지정책

≒ 영국의 개별적 사회서비스
정책≒한국의사회복지서비스정책

기타

한국은 미국식 사회사업, 영국식 사회정책 여기에 사회행정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회복지학이 자리합니다.37)
35) '사회정책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토론, 김태성,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추계 학술
대회 자료집, 2003

미국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개별적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정책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대학에서의 사회복지정책에서는 복지국가의 문제나 사회보장
정책(사회보험, 공적부조) 등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다.
36) http://ko.wikipedia.org/wiki/정책학

政策學

정책학(
)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집단의사결정의 내용과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
다. 그 주된 연구관심 대상과 흐름에 따라 정책과정,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분석, 정책평가
등의 세부 분야로 발전해왔다.
37) 한국 사회복지학의 고등교육 50년 - 사회복지의 제도화와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배경으
로, 이혜경 남찬섭, 한국사회복지교육,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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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Social Welfare

사회사업
Social Work

사회행정
Social
Administration

사회정책
Social Policy

이로써 사회복지는 다양한 기회를 얻습니다.
사회복지행정 특히 공공행정은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도입되
면서 점차 영향을 키우는 중입니다. 사회복지정책 또한 사회보험과 공적부
조 영역에서 영향력을 조금씩 키우는 중입니다.

반면 위협도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 개념이 초광역으로 넓어지니 실천 범위 또한 초광역으로 넓어졌
습니다. 복지 아닌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몫이 아닌 것이
없을 만큼 실천 영역 또한 초광역화 되었습니다. 실천의 위기입니다.

다른 문제는 초광역 개념이 될수록 전체를 관통하는 단일 정체성을 유지하
기 어렵다는 점입니다.38) 사회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학계 뿐 아니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사회사업학으로 수입되었지만 약 1세대 후에는 사회복지학이라는 이
름으로 사회행정, 사회정책, 그리고 사회사업을 포괄하는 초광역 학문으로의 영역확대를 이
루었다.
38) 한국 사회복지학의 고등교육 50년 - 사회복지의 제도화와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배경으
로, 이혜경 남찬섭, 한국사회복지교육, 2005

이 같은 초광역 학문으로의 확대가 사회복지학의 단일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의 관점에서 보
면 오히려 균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 미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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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도 곤란해 합니다. 개념의 위기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social work을 의미하는 ‘사회사업’ 단어 자체를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대체했다는 점입니다. 이름이 없거나 모호하
면 실상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복지
Social Welfare

사회복지
실천(?)
Social Work

사회행정
Social
Administration

사회정책
Social Policy

현재 한국에서는 사회사업을 사회복지실천으로 바꿔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실천은 자칫 사회사업 뿐 아니라 사회정책, 사회행정 등 사회복지
에 도움이 되는 모든 실천을 지칭하는 용어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Social
Work만을 지칭하기 어렵습니다. 명칭의 위기입니다.

실천과 개념, 명칭이 혼란스러우니, 초광역 개념이 확산될수록 현실에서는
모순이 커집니다. 사회복지사는 당사자나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심지
어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잘 해야 한다는 모순도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초광역 영역 모두를 실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현장에서는 너무 많
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심리적 부담과 업무 과중을 호소합니다. 정체성과
역할의 위기로 전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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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특성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혹은 긍정적으로만 판단하기 어렵
습니다. 당장은 문제라 해도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누구도 알지 못
하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실천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라 하
면 논리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 대부분 비유로 설명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단순히 하는 과업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social
welfare도 사회복지로 번역하고, social work도 사회복지로 번역합니다.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황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사회사업 정체
성은 희미해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 단지 열심히 한다는 이유만
으로 사회로부터 재가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사업은 명칭, 개념, 역할, 실천, 정체성 모두 불분명합니다. 사회
사업에만 한정한다면 명백한 위협이자 위기입니다.

나. 1990년대 이후 상황과 생태체계이론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사업은 생태체계이론을 사회사업 근간 이론 중
하나로 소개합니다. 대다수 사회사업 관련 도서에서도 생태체계이론을 빠
뜨리지 않고 소개합니다.
1980년대 한국 사회사업에 생태체계이론이 소개될 때 두 가지 기대가 있
었습니다. 첫째는 개인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분화된 사회사업의 영
역을 통합해주리라는 기대였습니다. 둘째는 기존의 개별사회사업, 집단사
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경계를 넘어 사회사업 전반을 관통하는 이론
실천 체계를 제공해주리라는 기대였습니다.39)
39) 사회사업이론에 있어서 체계론적 관점에 관한 연구 : 생태체계 이론의 적용을 위한 서설
적 연구, 최경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1987

이 새로운 관점은 개인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분화된 사회사업의 영역을 통합해주어
야 하며, 또한 기존의 casework, groupwork, C.O.간의 경계를 넘어서 공통적인 사회사업의
과정(process)을 제공해주는 것이어야 했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이론적 관점으로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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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태체계이론이 가지는 위상은 여전히 준거틀 정도에 머물러 있습
니다. 현장에서는 생태체계이론하면 생태도만 연상할 뿐 그 외 관여 대상,
초점, 방법까지는 연결하지 못합니다.
생태체계이론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에서 ‘인간행동과 사
회환경’ 과목 정도에서 생태체계이론을 그것도 일부 개념만 배울 뿐입니
다.

1980년대로부터 약 3O년 이상 지난 한국 사회사업은 어떠할까요. 당시 기
대와는 달리 분화는 여전하며, 사회복지정책까지 가세하여 사회사업을 관
통하는 일관성과 개념, 실천 체계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업에서의 체계론적 관점에 관한 연구가 70년대 초부터 활발히 일어났다. 체계적 관점의
핵심명제는 인간을 환경과 유리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물리적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주
고받는 개방체계(open system)로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사업 본래의 “상황 속에서의
개인(person-in-situation)" 개념을 이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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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10년대 이후 사회적 합의에 따른 사회사업 자리매김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정책 등으로 충돌하며 혼란스러웠던 개념체계를
2010년대부터 법률적으로 체계화합니다. 여전히 충돌하는 부분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체계를 잡았습니다.40) 이로써 전면에 등장한 용어가 사회보
장과 사회서비스입니다.41)

2013년 전부 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공
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둡니다.
특히 2013년 이전 사회보장기본법에 두었던 사회복지서비스 2010.3.23. 사회보장
를 사회서비스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기본법 내용 :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

로 변경합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중략...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니다. 큰 차이는 주로 복지에 한정했던 분야를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전반으로 확대 포괄한 점입니다. 복지를 사회서비스 하위 개
념으로 두었다는 점입니다.

40)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보험 관련법, 공공부조 관련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
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현 사회복지
사업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에 이러한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법 위상을 지닌 사회복지사업법으로의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안 마련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2015. 3.
저자 주 :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이 법률 체계에서 명칭과 위치가 애매한데, 사회복지사업법은
주로 사회서비스 내 복지 분야 중 주로 민간위탁에 관련한 내용이므로 이에 맞게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41)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가 바른 방향인지는 논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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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2년 제정한 일명 사회서비스법

에서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법에 따르면
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

보건의료서비스, 그밖에 서비스는 모두 사회서비

스의 하위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

✔

공공부조
보건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고용

✔

복지

주거

사회보험
문화

환경 등

✔

상담상담사, 재활물리치료사 언어재활사 등, 돌봄요양보호사 ... 사회사업사회복지사

사회사업은 사회보장 전부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사회서비스 전반을 다루
는 것도 아니고, 그중 복지에 주로 속합니다.
그렇다고 사회사업이 사회서비스 내 복지 전반을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영역을 보면, 상담, 재활, 돌봄 등 다양합니다.

앞으로 법령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살
피면, 사회복지계가 스스로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와 상관없이 사회적
합의는 이와 같습니다. 사회사업social work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복지를
구성하는 일부입니다.42)
42)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중 관이 주체가 되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일명 사회보
장급여법에서 규정하는데 반해, 사회서비스 중 민간이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것은 주로 사회
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은 제목과는 달리 주로 민간
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을 규정하는 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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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관점, 사고방식, 대상, 초점, 방법의 일관성을 향하여

사회사업이 정체성을 세우려면 관점, 사고방식, 대상, 초점, 방법에 일관성
이 있어야 합니다.
관점

사고방식

대상

초점

방법

환경속의인간

전일주의 조망

생태체계

관계 상호작용

공생 상호적응

사고방식

대상

초점

방법

환원주의 분석

인간

심리역동

정신분석

대상

초점

방법

사회환경

사회문제

정책운동

가. 관점과 사고방식의 오류
첫 번째 일관성 오류는 관점과 사고방식의 모순에서 발생합니다.
사회사업은 전통적으로 ‘환경 속의 인간person-in-environment'을 강조합니다. 환
경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까지 사회사업은 환원주
의에 따른 분석이 주류였습니다.
사회사업이 분석관점에 머무르니, 대상을 개인과 환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 개인을 주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강하니 초점과 방법으로 정신역동
을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대상, 초점, 방법 모두 개인에 치우치는 현상이 1960년대까지 심화
되었습니다.43) 44)
43) 사회사업이론에 있어서 체계론적 관점에 관한 연구 : 생태체계 이론의 적용을 위한 서설
적 연구, 최경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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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방식과 대상의 오류
두 번째 일관성 오류는 사고방식과 대상의 모순에서 발생합니다.
1970년대 사회사업은 개념에 부합하는 전일주의 사고방식을 세웁니다. 인
간과 환경을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체계로 이해합니다. 이로써 관점과 사고
방식이 일관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대상과는 그렇지 못합니다.45) 당시 사회사업은 인간과 환경이 상
호작용관계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호작용을 고려하되, 인간
또는 환경 중 어느 한 쪽을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여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인간과 환경, 상호작용 전체를 하나의 대상 즉 생태체계로 포괄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사회사업 한계라기보다는 당시 시스템이론의 한계에 가깝
특히 1930년대 이후 사회사업에 Freud의 정신분석학 이론이 도입되면서 개인의 심리역동적
인 면에 치중하는 casework 이론이 사회사업의 이론전체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결
과 사회사업 점차 초기의 사회개혁적인 측면에의 관심이 엷어져 갔으며 이런 경향은 1960년
대까지 심화, 계속되었다. 이리하여 사회사업이 고래로 천명해온 목표와 실제 사회사업실천
사이에는 점점 더 큰 괴리가 생기게 되었다.
44) 사회사업실천방법론(하), 장인협,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에 이르는 과학적 견해는 단순한 인과관계의 학설로서 원인과 결
과는 단선적 관계이며, 하나의 결과는 하나의 원인으로 기인된다고 생각하였다. ...... 중략
....... 의료모델은 과학의 인과관계의 중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체계나 제도 또는 사회
과정을 활용하는 일들을 등한시하여 사회적 관점을 경시하고 개인에게만 초점을 두는 경향
을 낳았다. 그리하여 케이스워크의 역사상 상당한 기간 동안 개인과 사회의 이분법적인 사고
가 지배적이었다.
45) 사회사업실천방법론(하), 장인협,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사회사업실천에 공헌한 학자로서 1940~1950년대에 활약한 G. Hamilton의 과학적 사고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Richmond의 기계론적인 19세기의 과학주의를 극복하면서 당
시 과학에서 새로 출현되는 몇 개의 구성개념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케이스워크 이론을 확
대시켰다. 즉, 부분적․단선적 시야에서 벗어나 ‘전체’를 보고 이해하며 검토하는 사고방식으
로 그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Hamilton은 처음으로 ‘상황 속의 개인의 유
형(gestalt)’ 또는 심리사회적 영역을 강조하였다. ...... 중략 ...... 이러한 Hamilton의 이론적
영향은 당시 널리 알려졌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개인과 상황을 따로 보는 경향이 계속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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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당시 시스템이론도 시스템과 환경을 구분하되 서로 상호작용한다
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당시 일반체계이론General Systems Theory 즉 초기 시스템이론의 기본 개념
도입니다.
system
input

throughput
boundary

output

environment

46)

개념도를 살피면, 체계system와 환경environment은 투입input, 산출output을 통해 상
호작용합니다. 환경의 작용으로 체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체계의 작용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system와 환
경environment, 상호작용 전체가 하나의 체계로서 어떤 특성을 나타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일체계가 아닙니다.
이는 최신 시스템이론인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당시 시스템이론이 대상과 환경, 상호작용을 전일체
계로 보지 못한 채, 상호작용이 있고 이를 감안하여 대상 또는 환경을 고려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합니다. 전일체계로 이해하려면 전체를 한 체
계로 삼되, 특히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 체계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이해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47)
46) http://pespmc1.vub.ac.be/SYSAPPR.html 에서 그림 인용하여 작성
47) 시스템 다이내믹스, 김도훈 문태훈 김동환, 대영문화사, 1999

비록 개방적 시스템 관점이 시스템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가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기존의
개방체제 이론은 시스템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의 내부로 흡수하지는 않았다. 다만 시
스템과 환경 간에 상호작용이 있다는 점을 가정할 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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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지적하듯 당시 시스템이론은 전일체계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이를 접목한 사회사업 또한 전일체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당
연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사회사업은 대상을 경우에 따라 개인일수도, 환경일수도 또는 둘 다
일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열하는데 머무릅니다. 다만 그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무릅니다.

다. 대상과 초점의 오류
대상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지 못하자 사회사업 초점도 흐려졌습니다. 여
전히 대상을 나누어 각각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데 머물렀습니다.
개인에 초점을 두는 경우 환경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고려하되, 개입 초
점은 여전히 개인의 심리역동에 두었습니다. 환경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개인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고려하지만, 개입 초점은 여전히 사회환경개혁
에 두었습니다.48)
각 대상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니, 관계와 상호작용은 개입 초점이기보
다, 참고하고 검토할 사항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는 시스템과 환경 간에 중요한 상호작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시
스템 내부로(모델 내부로) 흡수하여 시스템의 경계를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기존의
시스템과 환경을 통합하여 새로운 시스템 경계를 설정하고, 새로이 설정된 시스템의 움직임
은 시스템 내부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폐쇄적 시스템의 관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결
국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주장하는 폐쇄적 시스템은 개방적 시스템을 극단적으로 확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스템 연구자는 환경의 어떠한 요소까지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라
는 문제에 부닥친다. 시스템의 경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야말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출
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8) 사회복지실천 기법과 지침, B 셰퍼 C.호레이시 G.호레이시, 서울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
역, 나남출판, 1998

사회복지사는 저급의 심리치료사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다른 편에서 인본주의적인 환경계
획가로 재가받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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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오류는 당시 전일주의를 지향하며 등장한 통합방법 즉 제너널리스트
접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제너럴리스트 접근은 관계와 상호작
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개인과 환경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 각 방법론을
모두 알아야 한고 설명합니다.49)
하지만 이와 같다면 결국 사회사업가는 저급의 심리치료사이면서 동시에
저급의 환경계획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역량은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대상을 전일주의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각 구성원이 어떻게 관계와 상호작
용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비로소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50)
51)

라. 방법의 오류
대상과 초점이 전일주의와 일관성을 갖지 못하자, 방법 또한 이분법으로
나뉘었습니다. 정신분석방법 또는 정책운동으로 나뉘었습니다.
49) 사회복지실천론(중) 제너럴리스트 접근, 장인협,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오늘날 사회사업 실천에서 제너럴리스트 실천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지난날의 전통적인 3
대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관계로 사회사업 방법의 통합화가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사회사업가들은 케이스 워커, 그룹 워커, 지역사회 조직가 중 하
나라는 잘못된 신념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회사업들은 이들 세 가지 수준 어디에서나 관
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중략 ...... 요는 지난날의 특정 방법 지향에서 벗
어나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대처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 실천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
이다.
50)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과 정체성 확립에 대한 고찰 : 간접적 개입과 관련하여, 이은주, 상
황과복지, 2003

사회복지실천은 개인과 환경의 공유영역 혹은 상호작용에 개입하는 것이 본질적 초점이라
고 규정된다.
51) 사회복지방법론, 뷰려 콤프톤 버트 갈라웨이 공저, 장인협 정영순 편역, 수문사, 1986

사회사업 개입의 초점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두어진다. 따라서 오로지 개인에 초점을
두거나 혹은 오로지 환경에 초점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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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으로 구분했던 전통적 사
회사업 방법이 명칭으로는 통합방법론으로 바뀌었으나, 내용으로는 여전
히 삼분법 또는 다분법으로 나누고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게다가 익숙한 실천 방법이 거꾸로 대상과 초점을 규정하는 오류도 나타났
습니다. 그동안 사회사업은 주로 개인 또는 환경으로 나누어 실천하는 방
법이 다수였고 익숙했습니다. 익숙한 실천 방법을 이분법으로 계속 유지하
는 한 초점과 대상을 전일주의에 따라 바꾸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결국
전일주의에 맞지 않는 초점과 대상이 고착되었습니다.52)

마. 대상과 지향, 방법의 일관성을 향하여
사회사업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면, 관점, 사고방식, 대상, 초점, 방법이
일관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사업은 왜 개념과 관점까지는 일관성을 가졌으나, 대상,
초점, 방법까지는 일관성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이는 앞에서 설명했듯 당시 사회사업이 근간으로 삼았던 시스템이론과 생
태학도 아직 전일적 이론체계를 갖추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론체계가 미성숙하면 이를 적용한 사회사업 또한 미성숙할 수밖에 없습니
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연과학에서 전일체계, 관계와
상호작용을 깊고 구체적으로 연구합니다. 개인과 환경 그리고 관계와 상호
작용을 하나의 체계로 끌어들여 전일체계로 이해합니다.

52) 사회사업이론에 있어서 체계론적 관점에 관한 연구 : 생태체계 이론의 적용을 위한 서설
적 연구, 최경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1987

이런 문제점들은 사회사업의 본래부터의 한계에 기인하는 결점이라기보다는 역사적 발달
과정 속에서 본래의 목표와 기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노정된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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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너무 복잡하여 수기로는 표현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전일체계,
관계와 상호작용이 네트워크, 시스템 다이내믹스, 복잡계 등으로 구체화되
었습니다.
네트워크로 관계의 구조를 도식으로 보고, 시스템과 복잡계로 인해 관계와
상호작용이 체계에 어떤 행태를 초래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
니다.

이런 획기적인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요? 컴퓨터의 발전입니다. 1980년대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수기로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관계와 상호작용 그리
고 창발하는 전일체계 단위의 변화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졌습
니다.
초창기 시스템이론과 생태학이 등장한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자연과학 또
한 비로소 전일체계, 관계와 상호작용을 깊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반면 1990년대 자연과학이 크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업은 아직
이를 접목하는데 미진합니다. 전일체계 그리고 관계와 상호작용을 접목한
연구와 시도가 있긴 하나, 아직까지는 개인 또는 환경에 치우치는 것이 현
실입니다.

문제를 유발한 사고방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일관된 사고방식으로는 개인 또는 환경에 치우치는 사회복지실천의 이
분법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일관성을 세워야 합니다.
관점에 맞는 사고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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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식에 맞게 대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대상에 맞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초점에 맞게 방법을 갈고닦아야 합니다.
공유영역에 집중하는 환경 속의 인간 : 관점,
개념에 따라 하나의 체계로 보는 전일주의 : 사고방식,
전일주의에 따라 하나의 대상으로 삼는 생태체계 : 대상,
생태체계 특히 관계와 상호작용에 집중하는 : 초점,
공생적인 관계와 상호작용을 살리는 실천 : 방법

관점

사고방식

대상

초점

방법

환경속의인간

전일주의 조망

생태체계

관계 상호작용

공생 상호적응

이로써 내적 일관성을 갖추고 사회사업이 무엇인지 정체성을 세울 때입니
다.

61

제 3부 생태체계

한국사회사업 변천

생태체계이론 태동

응급구호 자선사업
사회정책, 행정 포괄
사회사업 모호

공유영역
관계와 상호작용
공생
사회사업 정체성

시스템이론
생태학
사회사업
통합방법론

시스템사고

체계 기본개념

인과구조
양(강화) 되먹임
동귀결성 다중귀결성
정책지렛대 강점

개방체계 자주성
엔트로피
자생성 강점

네트워크
위상구조
작은세상 네트워크
약한연결 강한연결
다수, 조밀, 다종
커넥터와 임계점

생태체계

공진화 자기조절

창발 주기성
자기조직화 창발
요동에 따른 창발
회복탄력성 파나키
혼돈의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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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먹임 자기조절
진화 안정성 자생성
순치체계
상호적응 공진화

3.1. 생태체계

가. 생태체계이론과 생태체계
용어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태체계 용어를 조작합니
다.
사회사업 이론으로써 생태체계는 ‘생태체계이론’으로 통칭합니다. 사회사
업 대상으로서 체계는 ‘생태체계’로 지칭합니다.
생태체계이론은

일반체계이론에서 출발한

시스템이론에 생태학을 접목한 사회사업

이론입니다.
생태체계는 생태체계이론을 기반으로 사회사업 대상체계를 지칭하는 용
어입니다.

나. 체계의 정의
일반적으로 체계system1)란 ‘관계relationship하고 상호작용interaction하는 요소의
집합’으로 정의2)3)할 수 있습니다.
인간체계란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는 인간 구성 요소의 집합입니다. 사회체
계란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는 사회 구성 요소의 집합입니다. 자연체계란 관
계하고 상호작용하는 자연 구성 요소의 집합입니다. 기계체계란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는 기계 구성 요소의 집합입니다.
1) 시스템, 계로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보편적으로 자연과학에서는 계 또는 시스템을 사용
하고, 사회과학에서는 체계를 사용합니다.
2) 시스템학, 박창근, 범양사출판부, 1997

시스템은 모정의 관계에 대해 특정한 성질을 가진 요소들의 집합으로 정의되었고....(후략)
3)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시스템(체계, 계) :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일반적인 집합을 의미한다.

63

생태학에서 생태계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는 생태
구성 요소 즉 생물과 무생물의 집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4)
기업 생태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는 기업
생태 구성 요소 즉 기업과 협력기업, 정부, 소비자 등의 집합’이라 할 수 있
습니다.

다. 사회사업 생태체계
사회사업에서 생태체계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생태체계를 구성
하는 요소의 집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태체계의 구성요소는 무엇일까요? 사회사업은 전통적으로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합니다.
생태체계
인간

환경

결국 사회사업 생태체계는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는 생태 구성 요소 즉 인
간과 환경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4) 그림으로 이해하는 생태사상, 김윤성, 개마고원, 2009

오덤 형제 이후로 생태학은 생물과 비생물적 환경이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계
( , system)‘를 대상으로 한 독창적인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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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회사업 공유영역

가. 공유영역
사회사업은 인간과 환경의 공유영역interface 5)에 관여합니다.

공유영역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공
유
영
역

환경

.

개념으로는 공유영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영역이 구체적으
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불명확합니다. 공유영역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천
은 인간 또는 환경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유영역이
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나. 생태학의 접목
시스템이론에서는 공유영역을 입력, 출력, 되먹임, 에너지의 흐름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시스템이론이 공학기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
념은 너무 추상적이고 공학적입니다. 시스템이론만으로는 공유영역이 무
5) 사회복지실천 기법과 지침, B 셰퍼 C.호레이시 G.호레이시, 서울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
역, 나남출판

공유영역(interface) 개념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체계들이 만나거나 중첩되는 것을 일컫는
다. 예를 들면 가족과 학교의 공유영역, 부모와 가족의 공유영역 등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
이언트 체계와 관련된 다른 체계들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체계들의 공유영
역에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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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보완한 것이 생태학입니
다. 사회사업은 생태학을 접목․보완하여 공유영역을 구체적으로 이해합니
다.6)

생태학은 생물 뿐 아니라 생물과 관계하는 환경까지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렇다고 생물 따로, 환경 따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생물과 관계하고 상호
작용하는 다른 생물과 무생물의 집합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생태학은 이런
집합을 ‘생태계’라 명명하고, 생태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공생, 경쟁, 순
환, 진화 등으로 연구합니다.

다음은 생태계를 표현한 도식입니다.
태양에너지

생산자
풀

1차 소비자
메뚜기

2차 소비자
뱀

3차 소비자
매

분해자
곰팡이

도식에서도 알 수 있듯 생태학은 독립된 생물 또는 독립된 환경이 아닌 관
계와 상호작용에 주목합니다.
다. 관계와 상호작용
6) 사회사업실천방법론, 장인협,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생태체계적 관점은 일반체계이론의 주요개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생태학적 관
점에 의해 일반체계이론의 몇 가지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있다(최경원, 1987:46). 첫째, 생태
체계적 관점은 일반체계이론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체계간의 공유영역에 대해 적응과
상호교류라는 개념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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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회사업 공유영역을 표현한 도식입니다. 관계와 상호작용은 다음
그림 중 실선에 해당합니다. 이 도식은 마치 생태계를 표현한 도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생태학을 접목하여 공유영역을 ‘관계와 상호작용’으로 구체
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공유영역 개념을 생태학에서
얻습니다. 시스템이론은 공유영역을 관계와 상호작용으로 개념화합니
다.7) 8) 생태학은 관계와 상호작용을 공생, 경쟁, 순환, 진화 등으로 구체화
합니다. <7.6.> 참조

라. 주의할 점
인간과 환경의 공유영역이라 하면, 둘을 절충하여 인간과 환경을 동시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
과 환경을 분리하는 관점입니다.
공유영역이란 인간과 환경에 동시 관여가 아닙니다. 공유영역이란 관계와
상호작용을 뜻합니다.

7) 사회복지방법론, 뷰려 콤프톤 버트 갈라웨이 공저, 장인협 정영순 편역, 수문사, 1986

체계모델은 개별적인 단위들이 갖는 특성에서 상호작용과 관계성에 주의를 돌리게 한다.
8) 사회사업실천방법론, 장인협,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체계모델은 개별적인 단위들이 갖는 특성에서 상호작용과 관계성에 주의를 돌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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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계와 상호작용 그리고 공생

가. 공생과 경쟁
생태학에서는 상호작용을 내용에 따라 크게 공생과 경쟁으로 구분합니다.
경쟁competition은 둘 이상의 개체가 무엇인가를 놓고 겨루는 것9)입니다. 공생
symbiosis은 둘 이상의 개체가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회사업은 전통적으로 도움과 나눔을 추구합니다. 더불어 살도록 돕습니
다. 사회사업은 공생을 다룹니다. 의도적으로 경쟁을 배제하고, 적극적으
로 공생을 추구합니다.

나. 관계 : 공생의 전제조건
관계가 없으면 공생도 없습니다. 관계가 살아야 공생도 살아납니다. 사회
사업은 공생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를 살립니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웃
관계 등을 살립니다.

다. 상호작용 : 공생
관계가 있어도 상호작용이 무관심, 시기, 질투, 비난, 멸시 등으로 채워지면
공생을 이룰 수 없습니다. 관계가 있어도 상호작용이 거래, 계약 등으로 채
워지면 돕고 나누는 공생과 멀어집니다.
공생 없이 관계 살리기만 추구한다면 이를 온전한 사회사업이라 하기 어렵
습니다.
사회사업은 관계를 살리되, 공생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돕습니다.

9) http://ko.wikipedia.org/wiki/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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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원에만 집중한다면
생태체계 공생을 도모한다면서 자원 중개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
다. 이는 사회사업과 거리가 멉니다.
첫째, 당사자만 대상으로 삼는 관점입니다. 이 경우에서 환경은 대상이 아
닌 자원에 가깝습니다. 이는 인간과 환경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생태체계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자원에만 집중하면 관계가 살지 않습니다.
관계는 없이 자원만 나누면 동정에 가깝습니다. 직접 보면 마음이 달라지
지만, 직접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관계는 없이 자원만 나누면 기존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는 약해지
고, 공생도 약해집니다.
사회사업은 관계와 상호작용의 결과로 자원을 얻지, 자원에만 집중하지 않
습니다. 자원에만 집중한다면 자선사업, 응급구호사업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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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호작용 : 공생의 종류

가. 상호부조상리공생 相利共⽣, Mutualism10)
공생symbiosis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으로는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생태학에서는 공생의 종류11)를 크게 상호부조, 편리공생, 더부살이로 나
눕니다.12)
상호부조란 상호작용이 서로 도움이 되는 경우입니다. 상호부조는 공생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13) 사회에서 '공생'하면 흔히 상호부조를 의미합니다.
보통 호혜라 지칭하며 주고받는 경우를 상호부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편리공생⽚利共⽣, Commensalism

10) 생태학에서는 ‘상리공생’을 사용합니다만, 이 글에서는 ‘사회사업실천 기법과 지침’(나
남출판)의 용례에 따라 ‘상호부조’를 사용합니다.
11) 사회복지실천 기법과 지침, B 셰퍼 C.호레이시 G.호레이시, 서울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
역, 나남출판, 1998

공생(symbiosis)의 개념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한쪽 혹은 상호유익을 얻는 두 종간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공생유형이 있다. 벌과 꽃의 관계처럼 상호부조
(multualism)에서는 두 종이 상호작용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공생이다. 편리공생
(commensalism)은 다른 종에게 유익이나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한 종이 도움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기생(parasitism)에서는 숙주가 해를 입는 반면 기생하는 쪽이 유익을 얻는
다. 사례의 환경을 사정할 때, 사회복지사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개입활동을 계획할 때 상호부조와 편리공생을 최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2) 편해공생 ⽚害共⽣, Amensalism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13) http://ko.wikipedia.org/wiki/공생
(저자 주 : 인용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한 글입니다.) 대표적인 상호부조는 흰동가리와 바다
말미잘입니다. 바다말미잘은 독을 뿜는 많은 촉수로 흰동가리를 보호하고, 흰동가리는 바다
말미잘이 먹다 남은 사체를 처리합니다. 서로 이익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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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공생이란 상호작용이 한 쪽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 쪽에는 이득
도, 피해도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다른 한 쪽에
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공유하는 자에게는 이득도, 피해도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편리공생입니다.14)
우리는 '공생'하면 상호부조를 주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회사업이 도모
하는 공생이 반드시 상호부조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편리공생을 도
모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사업이 도모하는 공생이란 상호부조 뿐 아니라
편리공생도 포함합니다.

다. 더부살이기생, 寄⽣, Parasitism15)
공생의 한 유형인 더부살이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국어사전으로는 한
쪽이 이득을 얻고 한 쪽은 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사회사업은 더부살이를
배제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네 보통 삶을 살핍니다. 우리네 삶은 상호부조나 편리공생만 있
지 않습니다. 때론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때론 더부살이도 합니다. 특히 물
질에 한정하면 보호자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관계가 더부살이에 가깝습니
다. 이런 보통의 더부살이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해당 사회에서 보통의 경우에 해당하는 더부살이까지도 사
회사업 공생에 포함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더부살이가 사회사업 공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의 경우에서 벗어나 특별하게 구별되는 더부살이까지 추구할 바는 아닙니
다.

14) 고래에 붙어살지만 고래에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따개비와 고래가 편리공생의 예입
니다.
15) 생태학에서는 '기생Parasitism'을 사용합니다만, 이 글에서는 표준어 권유에 따라 '더부살
이'로 순화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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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경계와 정체성

가. 경계와 정체성
모든 체계는 경계를 갖습니다.16) 경계를 기준으로 안쪽은 체계, 바깥쪽은
환경입니다. 만약 경계가 없다면 정체성도 없고, 이를 체계라 할 수 없습니
다.17)
결국 어느 즈음에는 안쪽인 체계와 바깥쪽인 환경을 구분해야 하는데, 구
분하는 선이 바로 ‘경계’입니다.18)

나. 경계 설정
다음 개념도에서 ‘가와’ ‘나’로 구성된 부부체계를 살핀다고 가정해 보겠습
니다.

16) 개체 또한 체계입니다. 다만 어떤 체계의 하위체계를 지칭할 때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개체라 표현할 뿐 개체든, 체계든 모두 체계입니다.
17) 앎의나무, 움베르또 마뚜라나 프란시스코 바렐라, 갈무리, 2007

구분
어떤 존재, 객체, 상태, 개체 등을 가리키는 일은 가리킨 것을 어떤 배경에서 분리하는 구분행
위와 언제나 결부되어 있다.
18) 체계란 상대적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로 구별해야 환경이 생기고, 환경이
있어야 체계도 존재합니다. 환경 없는 체계도 없고, 체계 없는 환경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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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나’ 부부 간에는 직접 관계하고 상호작용하기도 하지만, 각자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상호작용하기도 합니다. 또 다시 각자 다른 사람과 연결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체계를 살피기 위해 어디까지 관계와 상호작용을 살
펴야 할까요? 계속 확장하면 범위가 너무 커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부 체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가’, ‘나’ 그리고 부부 간 관계와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주위에 경계선을 그어 다른 것을 배제해야 합니다. 배제해야 비
로소 원하는 부부체계를 별도 체계로 살필 수 있습니다.19)

19) 사회사업실천방법론(상), 장인협, 서울대학교출판부, 73쪽

A시

B시

C시

가령 인접하는 두 도시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림 4-5>과 같은 다이어그
램을 체계연구를 설명하기 위해 그려 볼 수 있다. 체계의 제요소는 시들이며, 각 시는 그 자체
의 경험적 경계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그 관계는 시간의 고속도로이다. 또한 이들 시들간의
다른 상호교류와 의사소통의 망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체계로서 두 시를 연
구하기 위해서는 이들 주위에 경계선을 그어서 다른 시들과의 관계를 배제시켜야 한다. 체계
이론의 이와 같은 개념적 모델은 관심의 제 요소나 상호작용을 받아들임에 있어 체계가 한계
를 갖도록 정의되어야 할 것을 요청한다. 실제로 우리가 위의 도식을 보고 두 시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위의 그려진 것 이상으로 무수히 많은 관계와 상호작용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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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은 생태체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세상의 모든 생태체계를 다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회사업은 어느 수준에서는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해야
대상이 명확해지고, 구체적인 사회사업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20)

20) 사회복지방법론, 뷰려 콤프톤 버트 갈라웨이 공저, 장인협 정영순 편역, 수문사, 1986

사회사업가들은 두 번째 수준의 경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사회사업가와 클라이언트 체계
가 주어진 문제와 목표에서 그들의 관심영역 내에 있는 체계와 현상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
여 설정하는 개념적 경계이다. ....... 중략 ...... 관심을 두는 체계의 경계는 워어커에 의하여 설
정되며, 어떠한 상호교류가 문제해결에 핵심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위어커의 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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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약자와 상관하는 공생

가. 위계
체계는 상위체계와 하위체계로 나눕니다. 모든 체계는 어떤 체계의 상위체
계인 동시에 하위체계입니다.
아래 그림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1
A

B

C

B
a

b

c

B는 1의 구성원이자 하위체계입니다. 동시에 B는 a, b, c 라는 구성원을 가
진 상위체계입니다.
모든 체계는 이와 같이 연속적인 수준, 레벨을 갖는데, 무엇을 기준 삼느냐
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위체계, 하위체계가 정해집니다.

나. 하위체계
하위체계는 분류 기준에 따라 자子체계와 분分체계로 나눕니다.21)
21) 시스템학, 박창근, 범양사출판부, 1997

子

分

시스템 개념 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또 한 쌍의 개념은 시스템과 시스템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 양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을 자시스템 혹은 분시스
템이라 통칭한다. 그러나 필자는, 시스템은 그 위계성으로 인해 하위 시스템과 상위 시스템
을 갖게 되는데, 그 하위 시스템은 이론상 ․경험상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자시스템과 분시스
템으로 나뉜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자시스템과 분시스템은 이론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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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子체계는 물리적으로 분류한 하위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체계는 물
리적으로 부모체계, 자녀체계를 갖습니다. 자녀체계는 부모체계의 물리적
하위체계 즉, 자子체계입니다.

분分체계는 기능적으로 분류한 하위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싸운 후
모는 자녀와 밀착되고, 부는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기능적으로 서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가족체계의 기능적 하위체계 즉, 분分체계입니다.

다. 자子체계로서 생태체계
다음은 사회사업에서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브론펜브레너Urie Bronfenbrenner의
위계 분류입니다.

22)

론상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2) 인간발달 생태학, 유리 브론펜브레너, 이영 역, 교육과학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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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체계Clientsystem23) → 미시체계Microsystems → 중간체계Mesosystems → 외체
계Exosystems → 거시체계Macrosystems
이 분류는 생태체계를 물리적으로 즉 자子체계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 당사자체계 밑으로도 어떤 체계가 있을 겁니다.
거시체계 또한 상위에 어떤 체계가 있을 겁니다.24) 그런데 사회사업은 왜
당사자체계에서 거시체계까지로만 경계를 그었을까요.
... → 당사자체계 → 미시체계 → 중간체계 → 외체계 → 거시체계 → ...
이는 사회사업 대전제 즉 ‘환경 속의 인간’에 기인합니다. 대전제에 부합하
도록 경계를 그은 결과입니다. 결국 수많은 위계 속에서 사회사업은 당사
자체계에서 거시체계까지만 상관합니다.

라. 분分체계로서 생태체계
생태체계를 분分체계로 구분하면, 핀커스Allen Pincus, 미나한Anne Minahan의 4체
계 이론, 콤튼Beulah R. Compton과 갤러웨이Burt Galaway의 6체계 이론 등이 있습니
다. 이는 생태체계를 기능적으로 분류한 하위체계입니다. 이는 다른 장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3.9.> 참조

마. 약자와 상관하는 사회사업

23) 인간발달 생태학에는 그냥 아동 혹은 인간이지만, 사회사업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당사
자체계로 명명합니다.
24) http://www.eoearth.org/article/Ecology
(저자 주 : 원문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브론펜브레너의 위계와 비교하면
당사자체계는 ‘생물’과 같으며, 거시체계는 ‘군집’에 가깝습니다. 당사자체계 밑으로도 계속
하위체계가 있으며, 거시체계 위로도 계속 상위체계가 있습니다.)

생물의 원자는 다음과 같은 상위체계를 갖습니다.
원자Atom → 분자Molecules → 원형질Protoplasm → 세포Cells → 세포조직Tissues → 장기기관
Organs → 생물Organisms → 개체군Populations → 군집Communitis → 생태계Ecosystems → 생물군계
Biomes → 생물권Biosphere → 지구Earth → 태양계Solar Systems → 은하계Galaxies → 우주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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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은 생태체계 내 다양한 상호작용 중 공생을 도모합니다. 공생은
기능에 해당되므로, 사회사업은 생태체계 내 공생의 분分체계를 다루는 셈
입니다. <4.3.> 참조

생태체계
시기

비난

외면

✔
공생
거래

교환

......

그렇다고 모든 공생이 사회사업의 몫일까요?
사회사업은 전통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소위 약자과 상관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역할로 사회로부터 재가를 얻었습니다.25)
만약 사회사업이 공생을 도모하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멀어지면, 사회로
부터 얻은 재가에서 멀어집니다. 명분이 약해집니다.26)

25)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과 정체성 확립에 대한 고찰 : 간접적 개입과 관련하여, 이은주, 상
황과복지, 2003

할당모델이란 특정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이는 직업집단에게 사회
가 이러한 사회적 기능을 “할당”(assign)하며, 그러면 이 문제는 그 직종의 전문적 영역이 된
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가 사회복지직에게 할당한 사회적 과제는 사회의 ‘의
존자를 맡아 관리하는 것’(managing dependency)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직은 합법적인 사
회적 과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문직이라는 것이다. 기능주의 관점을 가지건 갈등주의 관점
을 가지건, 의존자 관리가 사회복지직의 사회적 사명이라고 보는 데에는 일치하고 있다. (인
용자 주 : 의존자를 맡아 관리하는 것을 약자를 돕는 것으로 바꿔 이해하기를 권유) ...... 중략
......
Popple에 의하면, 이 때 여러 다른 장( )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하나로 묶어 주고 다른
직종과 구별해 주는 것, 즉 정체성은 의존자 관리라는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적 과제이다. 즉
인간이 사회에서 독립된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능력이 손상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다
루는 것, 이것이 사회복지직의 정체성의 핵심이다.

場

26) 그렇다고 약자와 무관한 공생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자와 무관한 공생 또한
중요합니다. 시민이 서로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도록 도우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
를 인식하고 사회정책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인식 상 약자와 무관할수록 사
회사업과 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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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회사업은 기능적으로 공생을 다루되, 특히 약자와 상관하는 공생
을 다루는 셈입니다.27)

생태체계
시기

비난

외면

✔
공생
거래

교환

......

✔
약자와 상관하는 공생

약자와 무관한 공생

명분은 약하지만 이를 전담하는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아직 소수인 상황에서는 사회사업으
로 포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회복지실천Social welfare practice이라 할 수는 있어도 사
회사업Social work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27) 사회사업은 주로 약자를 돕고자 하는 계기로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약자만 대상으로 삼
지 않습니다. 사회사업 계기는 주로 약자로 시작하나, 대상은 생태체계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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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생태체계이론에 따른 사회사업 정의

지금까지의 정리한 생태체계이론에 따르면, 사회사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습니다.

① 개략적 정의
사회사업은

특히 약자를 포함한

생태체계가 공생상호적응 하게끔 도모하는 사업입니

다. 이로써 당사자체계의 필요를 채웁니다.

② 전문적 정의
사회사업은 특히 약자를 포함한 생태체계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관여하여 생태체계
가 자생적으로 공생상호적응 하게끔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로써 당사자체계
의 필요를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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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글 :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전통적 사회사업은 주로 정신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이후 시스템이론을 적
용한 사회사업은 전통적 사회사업을 비판하면서 반작용으로 영역을 광범
위하게 넓혔습니다.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면 인접 학문까지 확장할 수 있
으며, 정신분석에서 정책 활동까지 포괄할 것을 주장하는 제너럴리스트 사
회사업이 등장합니다.
제너럴리스트가 등장하자 사회사업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사
업 경계가 희미해졌습니다. 경계가 희미해지자 사회사업 정체성도 희미해
졌습니다.

정체성은 무엇을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세울 수 없습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특성이 있어야 정체성을 세울 수 있습니다. 스페셜리스트에 반대하여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 정체성일 수 없습니다.
스페셜리스트를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한 대안이 제너럴리스트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크기와 무관하게 사회사업을 관통하는 특성을 가진 또 다른
스페셜리스트여야 정체성이 명확해집니다.28)

그렇다면 사회사업은 어떤 특성을 정체성으로 삼아야 할까요? 사회사업은
무엇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생태체계이론에 따른 사회사업 정체성은 생태체계를 대상으로 공생의 관
계와 상호작용을 다루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28) 사회사업 영역이 커졌지만, 크기는 정체성과 무관합니다. 크기가 정체성을 세우지 않습
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특성이 있어야 비로소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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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회사업 개념에 따른 대상체계

사회사업 생태체계는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는 생태 구성요소 즉 인간과 환
경의 집합’으로 정의합니다. 과연 사회사업이 다루는 환경은 어디까지 인
지, 인간은 어디까지 인지 밝힙니다.

가. 당사자체계
전통적으로 사회사업은 당사자체계를 주로 개인에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상대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니, 집단도 당사자체계로 볼 수 있습니
다.

29)

부부를, 가족을 당사자체계로 삼아 주변사람 또는 사회체계와의 공생을 도
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체장애인집단과 교통체계와의 공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집단과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도모하고, 경제약자와 지
역 내 상인집단과의 공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빈곤노인계층과 국가연금
정책과의 공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을 구분할 때 대상체계의 크기에 따라 미시, 거시 등으로 구분하
기도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크기만 다를 뿐입니다.
본질은 당사자체계와 환경체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공생을 도모하
는 것이며, 사회사업 정체성은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나. 당사자체계의 최저 수준
사회사업은 작게는 개인을 당사자체계로 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하위 체
계까지도 사회사업 대상으로 포함할까요?
29) 사회복지방법론, 뷰려 콤프톤 버트 갈라웨이 공저, 장인협 정영순 편역, 수문사, 1986

물론 여기서 클라이언트 체계란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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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간 내부 생태
인간체계는 크게 마음과 육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30)
인간체계
마음

육체

마음의 통합을 다루거나, 육체의 통합을 다루거나, 마음과 육체의 통합을
다룬다면 이는 모두 인간 내부에 한정됩니다. 인간 내부 생태는 사회사업
이 아닌 다른 분야 즉 의학, 심리치료, 심리상담, 교육, 종교 등에 가깝습니
다.31)
이는 다음 그림처럼 인간체계의 환경과는 무관합니다. ‘환경 속의 인간’에
서 멀어집니다.32) 결국 인간 내부 생태만 다룬다면 이를 사회사업이라 하
기 어렵습니다.33)

30) (저자 주 : 각주에 나오는 육체의 하위체계는 http://ko.wikipedia.org/wiki/기관계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나누면 마음은 지성, 감성, 인성, 영성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육체는 운동계, 소화
계, 호흡계, 비뇨기계, 생식계, 순환계, 신경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31) 육체 생태를 다루는 것은 의학에 속합니다. 마음 생태를 다루는 것은 정신의학, 상담 치
료, 교육, 종교 등에 속합니다. 심성 생태를 다루는 것은 주로 상담 치료에, 영성 생태는 주로
종교에, 인성과 지성 생태는 주로 교육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

32) 사회복지방법론, 뷰려 콤프톤 버트 갈라웨이 공저, 장인협 정영순 편역, 수문사, 1986

사회사업실천이론이 개인의 내부변화와 적응방법만을 배타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되며, 개
인의 대처기술의 변화, 조직과 집단의 변화, 그리고 개인들과 집단들간의 상호교류의 변화를
다루는 방법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Trader, 1977)
33) 사회복지실천 기법과 지침, B 셰퍼 C.호레이시 G.호레이시, 서울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
역, 나남출판, 1998

성격은 전체 사람의 한 구성요소에 불과하다. 성격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복지의 영역과
는 모순되는 것이며 심리학의 영역을 지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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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인간

② 인간 하위체계와 환경 생태
다음은 인간의 하위체계와 환경 간 생태입니다.
환경

인간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기대에 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맞지 않는 경우, 남편의 낮은 자
존감에 비하여 아내의 지지 수준이 낮은 경우, 욕구에 비하여 자원이 부족
한 경우, 아픈 다리에 비하여 계단이 높은 경우, 낮은 숙련도에 비하여 작업
이 고난도인 경우 등입니다.
모두 인간 하위체계와 환경 간 생태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로써 인간과 환
경의 상호적응을 도모한다면 이는 사회사업 근간인 ‘환경 속의 인간’에 부
합합니다.34)

34) 사회복지방법론, 뷰려 콤프톤 버트 갈라웨이 공저, 장인협 정영순 편역, 수문사, 1986

클라이언트 집단이나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의 변화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구성원들 사
이의 상호 작용이 표적 체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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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체계
환경체계는 개념상으로는 가족부터 넓게는 우주까지 포괄합니다. 그렇다
면 모든 환경체계가 사회사업 대상일까요? 35)

우주
생태계
사회
생활권
가족
인간
심신

사회사업은 ‘사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집단과
그에 따른 제도, 문화 등이 대상입니다. 반면 지구생물권을 뜻하는 생태계,
그 밖의 우주까지는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역은 사회로부터 재가를
받은 바 없습니다. 사회사업 대상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사업에서 환경은 사회까지라 할 수 있습니다.

35) 가족 : 부, 모, 형제자매, 친척 등
생활권 : 직장, 병원, 학교, 동년배, 이웃, 친구 등
사회 : 광역사회, 국가사회. 행정, 문화, 법률, 의료, 방송 등
생태계 : 지구 생물권. 생물, 자연환경 등
우주 : 태양, 위성, 행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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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사업 대상체계로서 생태체계 범위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사회사업 생태체계는 다음과 같이 경계를 그을
수 있습니다.
높은 위계로는 ‘사회 생태’까지 경계를 설정합니다.
낮은 위계로는 ‘인간(하위체계 포함)과 환경 간 생태’까지 경계를 설정합니
다. 다만 인간 내부 생태만 다루는 영역은 사회사업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우주
생태계
사회
생활권
가족
또는
특정
인간
집단
심신

사회사업 생태체계

이것이 사회사업이 대상으로 삼는 생태체계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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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체계 이론

가. 6체계 이론
콤튼Beulah R. Compton과 갤러웨이Burt Galaway는 사회사업을 잘하기 위해 생태체계
를 6개 하위체계로 분류합니다.36)
당사자클라이언트체계Client system : 욕구를 표현한 당사자입니다.
변화매개체계Change Agency system : 변화를 도모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표적체계Target system :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관여해야 하는 표적입니다.
행동체계Action system : 표적체계의 변화를 위하여 협력하여 함께 행동해야 하
는 구성원입니다.
다리체계37)Problem identification system 또는 referral-respondent system : 사안을 인식하고 생
태체계 현황을 사회사업가에게 알리는 구성원입니다.38)
전문가체계Professional system : 사회사업가가 바르고 효과적으로 활동하도록 돕
는 전문가 또는 전문조직입니다.39)

36) 핀커스와 미나한은 4체계 이론을 세웠고, 콤튼과 갤러웨이는 여기에 2체계를 더 하여 6체
계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 책에서는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이론을 설명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관여하는 사회사업가 입장에서 하위체계를 명명합니다.
37) 보통의 경우 문제인식체계라 번역합니다만, 사안을 인식하고 사회사업가에게 알려준다
는 의미를 쉽게 이해하도록 이 책에서는 다리체계로 번역합니다.
38) 다리체계는 생태체계의 사안과 변화 현황을 사회사업가가 잘 파악하도록 응답하는 체계
입니다. 생태체계 내 사안이 발생해도, 이를 사회사업가에게 잘 전달하는 다리체계가 없으면
사회사업가는 사안을 알기 어렵습니다. 관여해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체계 변화 현황을
전달받지 못하면 사회사업가는 바른 관여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리체계는 생태체계
현황을 사회사업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39) 사회사업가 또한 체계입니다. 사회사업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와 상호작용이
있어야 비로소 바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소속한 기관(변화매개체계) 뿐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함께 궁리할 다른 전문가와의 관계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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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6체계 이론의 적용 예시
다음은 가상으로 그린 순이의 생태체계입니다.
정신건강
센터
학 교
조 모
순 이
집 단
조 부

어머니

언 니

어머니의
여자친구

40)
소년집단

만약 순이가 비만이라면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어디에 관여해야할까
요? 사회사업 관점으로 살핍니다.
다음과 같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순이는 통통한 편입니다.
→ 어느 날 어머니 친구분께서 '자기 딸이 모델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 순이 어머니는 조부에게 '아빠 체형 닮아서 순이가 뚱뚱하다.'며 짜증을
냅니다.
→ 조부는 화풀이를 조모에게 합니다.
→ 조모는 이게 다 순이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돼지야 그만 먹어.'하며 순이
를 타박합니다.
→ 타박 받은 순이는 스트레스로 폭식하여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 조모는 순이의 폭식을 보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더 강하게 타박합니
40) 사회사업실천방법론(상), 장인협, 서울대학교출판부, 74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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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은 순이는 더 폭식하며, 가족 모두에게 짜증을 냅니
다.
→ 순이의 짜증을 본 어머니가 조부에게 더 짜증을 냅니다.
→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를 6체계 이론에 따라 하위체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클라이언트)체계? 순이
변화매개체계? 사회사업가
표적체계? 이 부분에서 사회사업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순이에서 생태체
계로 시야를 넓히면, 표적체계는 순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어
머니친구 관계가 표적일 수 있고, 순이와 조모 관계가 표적일 수 있습니
다.41)
행동체계? 만약 어머니와 어머니친구를 표적체계로 삼는다면, 행동체계
는 어머니와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니, 조부, 조모 심지어 당사자인 순
이까지 행동체계입니다.
다리체계? 생태체계 내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회사업가에게 발생한 사안
과 변화 현황을 전달하고 응답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리체계가 될 수 있습
니다.
전문가체계? 위 생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사회사업가와 관계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조직입니다.

41) 표적체계라 하여 반드시 물리적 하위체계인 자체계 즉 구성원 또는 구성집단 만을 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기능적 하위체계인 분체계 즉 자녀가 뚱뚱하다고 믿는 신념, 충격요법에
대한 신념 등에 따른 인과구조와 같은 것도 표적체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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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체계 이론의 함의
관점이 방법을 좌우합니다. 분절적, 단선적으로 이해하느냐, 총체적, 순환
적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관여 방법도 달라집니다.42)

43)

생태체계이론은 당사자체계와 표적체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사
자체계가 곧 표적체계라면 6체계 이론에 애초부터 표적체계를 당사자체계
와 별도로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몇 가지 중요한 사회사업 원리를
알려줍니다.

첫째, 생태체계는 연결되어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생태체계 내 모든 구
성요소가 표적 후보인 셈입니다.44) 특히 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원인을
두지 않습니다.

둘째, 표적체계와 연결된 모든 구성요소가 행동체계 후보입니다.45) 특히
당사자는 유력한 행동체계 후보입니다. 당사자는 사회사업가가 해주기만
을 바라는 수동적 존재가 아닙니다. 표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동적, 강점
있는 존재입니다.

42) 시스템 사고, 김동환, 선학사, 2009

시스템 사고에서는 행태보다는 구조를 중시한다. 구조 중에서도 요소보다도 관계를 중시한
다. ...... 중략 ...... 결국 시스템 사고가 관심을 기울이는 초점은 반복되는 행동패턴과 이를 발
생시키는 근본적 원인인 구조로서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43)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시스템 사고는 기존의 분석적 사고(analytical thonking)와 구분이 가능하다. 분석적 사고는
환원주의(reductionism)에 기반한 사고방식으로 시야를 좁혀가면서 사물을 관찰하는 것인
데 비해, 시스템 사고는 전일주의(holism)에 기반하여 시스템의 다양한 프로세스의 상호작
용을 관찰한다. 분석적 사고가 죽어 있는 사물을 관찰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시스템 사고
는 살아 있는 유기체를 관찰하는 방식이다.
44) 물론 모든 구성요소가 표적이라 해도, 모두 효과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45) 모든 구성요소가 행동체계라 해서 모두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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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사회사업이 다루는 사안

사회사업 관점은 관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회사업은 개인부터 가족,
학교, 지역사회 뿐 아니라 교통, 법률, 방송 등 사회기능체계 그리고 심지어
국가체제까지 생태체계 내 관계의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있습니다. 사안에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사업은 어떤 사안이든 생태체계 내 관계의 사안으로 이해하는데,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물리적 구조와 기능적 구조로 살핀다는 뜻입니다.

생태체계 내 물리적 구조인 네트워크가 소수, 단종, 엉성하면 상호부적응
이 높아집니다. 공생에서 멀어집니다. 이것이 본질이요, 드러난 어려움은
증상에 가깝습니다. <7.9.> ~ <7.11.> 참조

생태체계 내 기능적 구조인 인과구조가 악순환 구조를 가지면 상호부적응
이 높아집니다. 공생에서 멀어집니다. 이것이 본질이요, 드러난 어려움은
증상에 가깝습니다. <8.5.> 참조

결국 사회사업은 물리적 구조인 네트워크를 다수, 다종, 조밀하게 재구조
하여 공생에 가깝도록 돕습니다. 기능적 구조인 인과구조를 선순환으로 재
구조하여 공생에 가깝도록 돕습니다.
이로써 드러난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4.3.> 참조

이것이 사회사업이 사안을 다루는 관점, 사고방식, 대상, 초점, 방법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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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는 책 후반부 생태체계 관찰 방법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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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생태체계 규모에 따른 사회사업 분야

사회사업은 규모미시 중도 거시가 달라도 동일한 개념체계로 관통할 수 있습니
다.46) 다만 생태체계 규모에 따라 분야와 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가. 개인 대상 사회사업47)

개별사회사업 사례관리 정신보건사회사업 등

개인의 생태체계를 이루는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직접 관계하고 상호작용
하여 공생상호적응을 이루는 사회사업입니다.

46) 생태체계 규모에 따라 이론과 실천이 각각 다르면, 이는 여러 개념을 나열한 잡학일 뿐입
니다. 이를 두고 하나의 실천학문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47) Skidmore , R., Thackeray, M., Farley, O., Smith, L. & Boyle, S. (2000). Introduction to
social work.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을 인용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김혜
란 홍선미 공계순, 나남출판, 2005, 140쪽을 재인용

생태체계적 관점에 기초한 통합적 접근은 이러한 개별사회사업의 개념적 변화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에 다라 심리치료적 기능의 직접적 개입을 중시하던 ‘개별지도
(casework)’라는 용어보다는 서비스의 개입대상으로서의 개인을 강조하는 ‘개인대상의 실
천(work with individuals)’을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Skidmore et al.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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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 대상 사회사업 가족사회사업 가족치료 등
가족 생태체계를 이루는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직접 관계하고 상호작용하
여 공생상호적응을 이루는 사회사업입니다.

다. 학교 대상 사회사업 학교사회복지 교육복지사업 등
학교 생태체계를 이루는 구성원학생 학부모(지역사회) 교사이 주체가 되어 직접 관계
하고 상호작용하여 공생상호적응을 이루는 사회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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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사회 대상 사회사업 지역공동체성, 마을지향 등
지역사회 생태체계를 이루는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직접 관계하고 상호작
용하여 공생상호적응을 이루는 사회사업입니다.

마. 사회기능체계 대상 사회사업 금융, 주거, 의료, 노동, 교육, 교통 등 변화 활동 등
사회기능과 관련하여 생태체계를 이루는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직접 관계
하고 상호작용하여 공생상호적응을 이루는 사회사업입니다. 단, 당사자체계
와 특정 사회기능체계의 위계체급를 맞추기 위해 사회사업은 당사자체계를
조직하는 조직화단계를 거칩니다. 이로써 특히 약자도 살만한 사회기능체계
금융, 주거, 의료, 노동, 교육, 교통 등

를 도모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수단과 휠체어이용인, 한국영화와 청각장애인, 의료와 중증
의료소외계층, 금융과 금융소외계층, 변호와 변호소외계층 등의 관계가 이
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때 도모하는 사회기능체계의 모습은 약자임을 증명해야 이용할
수 있는 시혜적 공식체계보다는,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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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체계이기를 바랍니다.

개념은 이러하나,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확고한 분야로 만들지는 못한 상황
입니다.

바. 사회체계 대상 사회사업 급진 사회사업48) 등
지자체 또는 국가라는 사회 생태체계를 이루는 구성원 즉 시민사회와 정부
가 주체가 되어 직접 관계하고 상호작용하여 공생상호적응을 이루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48) 사회 전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므로 이념 설정이 필수입니다. 한편 보수이념
은 주로 개인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 사회체계 사회사업에 소극적입니다. 반면 진보이념은 주
로 사회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 주로 진보 진영은 사회체계 사회사업에 적극적입니다. 이념
특성에 따라 주로 진보진영에서 실천하다 보니 지금까지 사회체계 대상 사회사업을 급진 사
회사업이라 불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이념에 따라 사회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쩌면 이를 보수 사회사업이라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본질은 사회체계 대상 사회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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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사업입니다. 이 또한 사회기능체계 대상 사회사업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체계와 사회체계의 위계를 맞추기 위해 더 크게 조직하는 단계를 거
칩니다. 이로써 특히 약자도 살만한 사회체계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국가 등

를 도모

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조례 제정 운동에서부터 약자를 위한 법률 제정 운동,
복지국가 운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때 도모하는 사회체계의 모습은 약자임을 증명해야 이용할 수 있
는 시혜적 공식체계보다는,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적 공식체
계이기를 바랍니다.

개념은 이러하나,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확고한 분야로 만들지는 못한 상황
입니다.

사. 거주시설 사회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등
내부로는 가구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직접 관계하고 상호작용하여 공생상호
을 이루는 사회사업입니다. 개인 또는 가족 대상 사회사업인 셈입니다.

적응

외부로는 가구구성원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직접 관계하고 상호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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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생상호적응 을 이루는 사회사업입니다. 당사자 중심의 지역사회 대상 사
회사업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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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사회사업 분야의 확대

사회사업은 개념상 모든 생태체계 규모 즉 미시, 중도, 거시까지 모두를 대
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사회사업은 과거 한동안 개인, 가족 분야에 머물다가 1990년대
즈음에 학교 대상 사회사업 분야를, 2000년대 즈음부터 비로소 마을 동네
지역사회 분야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사업이 점차 생태체계 규모가 큰 사회사업 분야를 만들었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능체계, 사회체계를 대상으로 관여하는 사
회사업 분야는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회사업이 생태체계 규모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만들기를 기대합니
다. 특히 국가 내 사회기능체계, 사회체계에 해당하는 사회사업 분야를 만
들기를 바라고, 국가 수준을 넘어 세계사회까지 관여하는 사회사업 분야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다만, 사회기능체계 이상의 규모에 관여하려면, 사회정의, 인권 뿐 아니라
정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영향을 미치는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역량도
없이 의지만으로만 덜컥 사회사업 분야를 만들어서는 곤란할 겁니다.

결국 2017년 현재 한국 사회사업의 역량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마을 동
네 지역사회 정도가 현실적 수준이되, 사회기능체계 이상 규모는 점차 도
전하며 역량을 쌓아가는 수준이라 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거시 생태체계에 해당하는 역량을 높여 더 많은 사회사업
분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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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글 : 지역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복지

<인보관이 지역사회조직의 원류인가?>
미국에서는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를 담은 지역사회조직이 1960년대에 들
어서야 사회사업 영역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조직은 당시 사회사업과는 다른 경로로 발전하여 사회사
업에 통합됩니다.

미국 사회사업 초창기. 당시 사회사업은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으로 대변
되는 두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tion Socitey가 문제 근원을 개인에 두었다면, 문제 근원
을 사회에 두는 인보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86년 스탠턴 코잇Stanton Coit
은 영국 토인비홀Toynbee
을

Neighborhood Guild

Hall

49)을

세웠습니다.50)

방문하고 뉴욕으로 돌아와 근린조합

제인 애덤스Jane Addams 역시 1888년 토인비

홀을 방문하고 돌아와 다음해 시카고에 헐 하우스Hull House를 세웠습니다.51)

현재 많은 사회사업가가 지역사회조직이 인보관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이해합니다. 물론 인보관운동이 사회를 문제 근원으로 보았고, 자선조직협
회에 비하여 기존 사회질서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사실입니다.52) 이런

49) 1884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인보관 Settlement Hause
50) 5년 후에 University Settlement로 불림
51) 지역사회복지론, 최일섭 류진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미국의 인보관활동은 C.O.S. 보다 15년 뒤에 시작되었다. 1886년에 코이트(Stanton Coit)는
1884년 East London의 슬럼지역에 바네트(Samuel Barnett)가 세운 토인비홀(Toynbee
Hall)을 방문하고 뉴욕으로 돌아와 Lower East Side에 Neighborhood Guild(5년 후에
University Settlement로 불림)를 세웠다. 제인 아담스(Jane Addams) 역시 1888년 Toynbee
Hall을 방문하고 돌아와 다음해 시카고에 유명한 Hull House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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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하면 관점에 한해서는 인보관 운동이 지역사회조직의 원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과 달리 실천 방법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조직이 인보관 운동에
서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인보관 활동은 주로 서비스 제공
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유치원, 아동을 위한 클럽, 오락 프로그램, 야간성인
학교, 공중목욕탕, 그림 전시회 등이 당시 활동이었습니다.53) 장소로써 지
역사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었다 할 수
있으나 이를 두고 지역사회조직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당시 인보관에서 일한 사회사업가 또한 자신을 지역사회조직활동가
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지역사회조직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
단사회사업가 정도로 인식했습니다.54)
따라서 사회사업 역사 속에서 인보관 운동이 지역사회조직의 원류라는 주
장은 관점에 한해서일 뿐, 실천 방법으로서는 원류라 보기 어렵습니다. 오
히려 집단사회사업가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2) 지역사회복지론, 최일섭 류진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사회문제의 근원에 있어서 C.O.S.(자선조직협회)는 개인적인 속성에서 문제가 파생된다고
전제하는데 반해 인보관활동에서는 환경적인 요소를 사회문제의 근원으로 본다는 것이다.
53) 지역사회복지론, 최일섭 류진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C.O.S.가 기관들간의 서비스 조정에 역점을 둔 반면 인보관 활동은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
었다. 그래서 유치원, 아동을 위한 클럽, 오락 프로그램, 야간성인학교, 공중목욕탕, 그림 전
시회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다. - 현대의 Group work의 기원도 이러한 인보관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54) 지역사회복지론, 최일섭 류진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인보관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흑인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적인 면에서보다는 환경적인 면까지 찾으려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
었다. 그러나 인보관에서 일한 사람들까지도 자신을 교육자,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나 집단지
도사업가로 생각했으며, C.O. 워커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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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관점

사회 관점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과 사회사업>
사회를 문제 근원으로 살피고 기존 사회질서의 부당함을 직면, 항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사람들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활동은 사회사업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분야가 더 활발했습니다.
반면 사회사업은 1962년이 되어서야 사회사업교육협의회에서 지역사회
조직을 사회사업 방법으로 공식 인정합니다.55) 달리 보면 1962년 전까지
사회사업은 지역사회조직을 비주류 차원에서 모색한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지역사회조직의 실례를 살펴도 그러합니다. 사회사업가
가 지역사회조직을 주도한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회지도자의
활동에 가깝습니다.56)

55) 지역사회복지론, 최일섭 류진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950년대 말에 사회사업교육협의회가 실시한 사회사업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C.O.가 독자적인 전문영역으로서 취급되었다. 그리하여 1962년에 사회사업교육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을 개별지도사업, 집단지도사업과 함께 사회사업의 방법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중략......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1960년대에 들어와서야 사회사업의
전문분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고 할 수 있다.
56) 지역사회복지론, 최일섭 류진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한 마디로 미국에서의 지역사회조직사업은 불만스러운 지역사회의 조건에 대해서 어떤 형
태로든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명분(causes)을 가진 사회지도자들의 개혁(reform) 의지
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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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와 남부기독교지도자회의가 앞장
선 흑인민권투쟁, 1960년대 지역사회조직가를 양성하고 직접 지역사회조
직에 몰두한 사울D. 알린스키Saul David Alinsky57) 등이 당시 대표적인 인물입니
다.
하지만 이들을 사회사업가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조직 이론의
실천체계를 만든 것으로 평가받는 알린스키는 사회사업과 무관했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사회사업이 1960년대까지 지역사회조직을 비주류적으로 모색하는 수
준에 머물렀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다양한 활동가58)가 주도하며 지
역사회조직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사업에서는 지역사회조직을 지역
사회계획,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행동과 같이 이론적으로 설명하지만,
이론적 구분에 비하여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례로 제시하는 새
마을운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사회사업가가 주도했다고 보기가 어
렵습니다.

이런 현황을 고려하면 지역사회조직은 다른 분야에서 이미 실천하던 방법
을 사회사업에 접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조직을 사
회사업에 한정하려는 시도도 무리한 주장에 가깝습니다.

57)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사울D. 알린스키, 아르케, 2008

저자 정보 : 사울 D. 알린스키(1902-1972)
1930년대 후반부터 시카고 시 빈민대중운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미국 전역에서 빈민지역의
공동체 조직운동을 전개, 지역공동체 조직운동가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1940년 시카고에서 산업사회재단(Industrial Areas Foundation)을 설립하고 공식 교육프
로그램을 개설하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 민권운동의 핵심 지도자로서 활동하며 60
년대 말부터 중산층 운동을 통한 미국 민주주의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58) 주민활동가, 주민조직가, 지역사회활동가, 시민운동가, 사회활동가, 노동조합운동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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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
개인 관점

사회 관점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사회개혁

⇦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사업의 등장과 지역사회조직>
사회사업은 전통 영역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에 사회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사회조직을 포괄합니다.
그러던 중 1990년대 들어 사회사업이 지역사회사업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영어로는 Community Social work 또는 Community-oriented social
work이라 합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지역사회사업, 지역기반사회사업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전통적으로 사회사업이 관심 두었던 보호의 역할을 담당
하되,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자체를 약자도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도모하는
사회사업방법입니다. 즉 지역사회를 비공식적 관계망으로 이해하여 약자
도 주변도 더불어 살게 돕는 동시에 지역사회도 개발합니다. 이런 의미에
서 개별적 보호서비스와 지역사회개발기능 양자를 통합시킨 실천으로 지
역사회사업을 정의합니다.59)
59) 지역사회복지론, 최일섭 류진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한편 최근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지역사회사업’ (community social work) 또는 ‘지역사회
지향적인 사회사업’ (community-oriented social work)은 지역사회복지보다는 더 구체적
으로 언급되고 있다. 즉 지역사회사업이란 “개별적인 보호서비스(care services)와 지역사회
개발기능 양자를 통합시킨 실천(practice)"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사업은 지
역사회와 사회보호(social care)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지역사회를 친밀성, 공통의 이해관계, 지리적 근접성, 우애, 직업,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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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이 지역사회사업을 새롭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
니다.
사회사업
개인 관점

사회 관점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개별사회사업
Case
social work

사회개혁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사업
Group
social work

Community
social work

지역사회조직
Community
Organization

지역사회복지실천
Community Welfare
Practice

<지역사회사업과 지역사회조직의 엄밀한 구분>
그렇다면 지역사회사업과 지역사회조직을 엄밀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
니다.

첫째, 위계 자체가 다릅니다.

스의 주고받음 또는 이러한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상호 연결된 사람들간의 비공식적
관계 또는 관계망(networks)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사회보호는 비공식적인 지역사회의 관
계망에 의해서나 또는 공식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어 불행에 처한 사람들이 자원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총체(the sum of helping)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사업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자원으로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사회보호를 양
자 결합시킨 사회사업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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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사업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사업을 통칭합니다. 방법
을 지칭하는 용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비하여 지역사회조직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조직’이라는 방법을 특
정한 용어입니다.60)

둘째, 도모하는 사안이 다릅니다.61)
지역사회사업에서 주요 사안은 공생입니다. 따라서 조직 방법을 사용해도
여전히 공생에 한하여 도모합니다. <3.6.> 참조

이에 비하여 지역사회조직은 방법이므로, 주체62)에 따라 도모하는 사안도
다릅니다. 결국 다루는 사안에 제한이 없습니다.

셋째, 도모하는 바가 다르니 도모하는 지역사회 결속도 다릅니다.
지역사회사업은 공생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결속을 도모합니다. 약한 결속
으로도 공생이 가능하다면 굳이 결속을 더 높이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강한 결속을 추구합니다.

이에 비하여 주민운동, 빈민운동, 노동운동, 정당운동 등의 경우는 다릅니
다. 다루는 사안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강한 결속을 추구하고 점차 결속력
을 높여 더 큰 사안을 다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60) 현장에서 지역사회조직팀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조직사업을 펼치는데, 내용을 보면 주로
주민을 조직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오직 주민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는 주민 뿐 아니라 각종 기관, 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조직사
업은 곧 주민조직화라는 등식은 협소한 개념입니다. 지역사회조직사업이라면 지역 내 공무
원 조직화, 기관 간, 단체 간 조직화 등까지도 포괄합니다.
61) 지역사회사업은 영역이고 지역사회조직은 방법이므로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굳이 비교
한다면 둘째, 셋째와 같습니다.
62) 마을활동, 주민운동, 정책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시민운동, 빈민운동, 정당, 사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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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사업과 지역사회조직을 엄밀히 구분하면 위와 같은 차이가 있습
니다만,63) 현장에서는 이를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63) 지역사회복지실천이 광역 개념이므로, 각자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한다.’고 말해도 각각
의미와 행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사업을 기반 하는 경우와 지역사회조직사업
을 기반 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는 양자가 애초 기반이 되는 역사적 맥락, 도모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
하게 지역사회복지를 말한다 해도 무엇을 기반 하는지 밝히는 것이 혼란을 피하는 방법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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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글 : 사회정책사업과 사회사업의 상호보완성

<사회사업과 사회정책사업>
한국에서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사회정책, 사회행정을 아우르는 초광역 개
념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사회사업과 사회정책사업이 다르다는 뜻입니
다.64) 그렇다면 사회사업과 사회정책사업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사회사업가가 사회사업으로 사회정책에 관여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사업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를 도와 집단조직화을 이루도록 돕습
니다. 해당 집단이 사회정책과 직접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사업가는 입주민이 모임을 구성하도록 돕고, 해당 모임이
주체가 되어 직접 사회정책임대아파트정책, 아파트관리정책과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도
록 돕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집단을 구성조직화하도록 돕고, 해당 집단이 주체가 되어 사
회정책과 직접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도록 돕습니다.
이로써 당사자 집단이 권력을 갖고 주체로서 사회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
여 의사를 관철하도록 돕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사업가가 대변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어디까지나 당
사자 집단을 조력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회사업가가 사회사업으로 사회정책을 다루는 주된 방식입니다.

64) 사회복지 정책론, 송근원 김태성 공저, 나남출판, 1995

아직까지는 정책의 분야에서 사회복지전문가의 활동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앞으
로는 사회복지전문가의 정책 활동이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복지방법론과 더불어 클라이언
트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 효과적인 새로운 방법론으로 성립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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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체계

사회정책

사회
사업

다음은 사회정책전문가가 사회정책을 다루는 주된 방식입니다.
사회정책전문가 또한 시민 자격으로 주체가 되어 특정한 이념 정책 목표
방향 방법에 따라 사회정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65)

65) 사회복지 정책론, 송근원 김태성 공저, 나남출판, 1995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키고자 하는 이슈 제기자는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클
라이언트이거나 사회복지전문가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인 까닭에 이슈 제기자로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욕구를 진단하고 도움을 제공해 주는 사회복지전문가가 사회복지문제의 이
슈 제기자로서 활약하여야 한다. 곧, 정부나 국민을 상대로 하여 사회복지문제를 인식시키고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사회복지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 중략......
사회복지전문가는 사회복지문제의 이슈 제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
람들이다. 곧, 사회복지전문가는 때때로 사회적 약자인 클라이언트들을 대리하여 직접 사회
복지문제를 이슈화시키는 대리인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언론 및 정치인들을 동원하여 사회
복지문제를 이슈화시키는 동원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사회복지
문제의 해결에 자원을 배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클라이언트와
지역주민을 포함한 일반 국민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
하기도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켜 정부아젠다 위에 올려 놓는 데에
최적격인 사람들이 사회복지전문가들이다. 따라서 사회사업가 등 사회복지전문가는 사회
복지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경우 클라이언트를 동원하고, 문제를 정의 내리며,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것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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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사회정책전문가단체 등을 만들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모금운
동, 성명서 발표, 언론 활동, 집회 및 시위 등 정치활동에 직접 행위자로 실
천합니다.
이것이 사회정책전문가가 사회정책을 다루는 주된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사업 방식은 사회정책전문가의 특정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시민이라면 누
구나 사회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하는 시민적 권리이자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정책
전문가

사회정책

<사회정책사업의 딜레마>
사회정책사업은 시민사회 기반이 중요합니다. 시민사회가 얼마나 튼튼하
게 기반이 되어주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사회정책사업 초기에는 시민사회를 묶어내고 이
를 동력으로 삼아 출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로 사회정책전문가만 남아 고군분투 하는 경우
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사회 내 관계와 상호작용이 빈약합니
다. OECD 국가 중 사회적 자본을 조사하면 최하위를 면치 못합니다.
이처럼 시민사회 내 관계와 상호작용이 빈약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회정
책전문가라 해도 동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회정책전문가와 사회정책당국과의 힘겨루기만 남게되
고, 어느 순간 사회정책전문가는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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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정책
전문가

사회정책

실제로 사회정책사업의 국내 현황을 살피면, 전문가단체와 사회정책당국
과의 관계만 보입니다. 전문가단체는 사회정책당국과 치열하게 상대하다
보니, 어느 덧 영향력 있는 언론, 기관 등과만 주로 상관합니다. 반면 이 과
정에서 동력을 제공하던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흩어져 버립니
다.
이는 사회정책전문가와 사회정책당국 사이에만 공진화가 이루어지고, 정
작 시민사회는 공진화에서 탈락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민사회

정책전문가

사회정책

그렇다고 사회정책전문가가 사회정책당국과 치열하게 상대하는 와중에
시민사회까지 신경 쓰라고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무엇이든 성과를 내려면
선택과 집중이 기본입니다. 위협적인 상대방 앞에서 힘을 분산하는 것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여 성과를 걷어차는 꼴입니다.
결국 사회정책전문가는 사회정책에는 강하나, 동력이 되는 시민사회를 묶
어내는 데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런 한계로 인해 우리는 ‘시민 없는 시
민운동’을 계속 보았고 지금도 봅니다. 이것이 사회정책사업이 가진 한계
이자 딜레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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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과 사회정책사업의 연관성>
사회사업은 사회정책사업에 비하여,66) 시민사회 내 관계와 상호작용을 가
꾸는 데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만약 사회사업을 통해 시민사회의 내 관계와 상호작용이 풍성해지면 어떨
까요? 다양한 관심사에 따라 시민 교류가 풍성해지면 어떨까요?
시민사회가 건강할수록 사회정책사업도 수월할 겁니다.67)

그렇다고 사회사업만 사회정책사업에 도움이 될까요? 사회정책사업이 성
과를 거두면 그 결과로써 ‘권리적 공적체계’가 튼실해지니, 사회사업도 한
결 수월할 겁니다.
사회사업과 사회정책사업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사업과 사회
정책사업은 서로 수월하도록 돕는 상호보완적 관계, 연대해야 하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회정책전문가는 사회정책과 시민사회 중 사회정책에 강점을 갖습니다.
강점이자 한계입니다. 사회사업가는 사회정책과 시민사회 중 시민사회에
상대적 강점을 갖습니다. 이 또한 강점이자 한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강점과 한계를 인정하되, 어떻게 연대하여 방안을
찾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 상책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사업가에게 시민사회 내 관계와 상호작용을 살릴
66) 모든 사회사업가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탁월하여 사회정책에도 탁월한
사회사업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현재 사회사업가 평균이 그러하다는 뜻
입니다.
67) 사회사업은 마치 농부가 부드러운 토양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돌밭
보다 부드러운 토양에서 더 풍성한 과실을 맺습니다. 같은 사회정책사업이라도 사회사업이
왕성하여 관계와 상호작용이 풍성한 시민사회라면 더 풍성한 결과를 낳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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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 뿐 아니라, 사회정책사업까지 전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듯 합니
다.
사회정책전문가도 둘 다 진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시민사회를 가꾸는 복
안 없이 사회정책만 다루다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딜레마에 빠졌는데,
이제는 사회사업가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비슷할 겁니다. 사회정책전문가가 시민 없는 사회정책운동의 함정에 빠졌
듯, 사회사업가도 사회정책 없는 시민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회사업가 또한 책임감을 갖고, 사회사업으로써 어떻게 사회정책에
기여할지를 궁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여하는 것과 담당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여 수준을 넘어 사회사업가가 사회정책전문가까지
담당하라는 요구는 실상을 이루기 힘든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사회사업과 사회정책사업, 양자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둘 중 어느 것 하나
도 전문성 없이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문성 없이 어설프게 통
합해서 달려들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는 기득권의 저항은 훨씬 단단하고
치밀합니다.
사회사업과 사회정책사업. 각각 존중하며 상호 어떻게 기여하고 연대하여
형편없는 소수에서 힘을 키울지를 궁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113

별도 글 : 사회정의, 인권, 다양성, 집단책임

국제사회사업연맹IFSW과 국제사회사업학교연합회IASSW의 사회사업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정의, 인권, 다양성, 집단책임을 사회사업의 주요 핵심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언급한 사회정의는 보수부터 진보까지 스펙트럼이 다양
한 상대적 개념입니다. 인권, 다양성, 집단책임 또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
라지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사업정의에서 언급한 수준은
이념체계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사회사업은 특정 이념체계 특히 진보만 지향해야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수적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보수적 사회사업 또한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다양성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물론 보수적 사
회사업이 사회구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에 한계가 크다는 비판은 있
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보수적 사회사업이 틀렸다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진보적 정의만 사회정의이고, 보수적 정의는 사회정의가
아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제 사회사업정의는 이념체계를 특정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현 시대
가 합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에서 사회정의, 인권, 다양성, 집단책임
을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회사업은 특정 이념체계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회사업 또한 마땅히 특정한 이념체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 정의를 지향하는 사회사업도 있고, 보수적 정의를 지향하는 사회사
업도 있습니다.
만약 특정 이념체계를 설정한다면 그냥 ‘사회사업’이라 해서는 곤란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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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급진 사회사업’과 같이 지향하는 이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마
땅합니다. 어떤 이념이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이념의
다양성을 존중하듯, 각자 가진 이념적 사회사업의 한계도 명확하게 인정하
며 서로 각축하는 것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땅하면서 건강한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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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부 체계 기본 개념

한국사회사업 변천

생태체계이론 태동

응급구호 자선사업
사회정책, 행정 포괄
사회사업 모호

공유영역
관계와 상호작용
공생
사회사업 정체성

시스템이론
생태학
사회사업
통합방법론

시스템사고

체계 기본개념

인과구조
양(강화) 되먹임
동귀결성 다중귀결성
정책지렛대 강점

개방체계 자주성
엔트로피
자생성 강점

네트워크
위상구조
작은세상 네트워크
약한연결 강한연결
다수, 조밀, 다종
커넥터와 임계점

생태체계

공진화 자기조절

창발 주기성
자기조직화 창발
요동에 따른 창발
회복탄력성 파나키
혼돈의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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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먹임 자기조절
진화 안정성 자생성
순치체계
상호적응 공진화

4.1. 폐쇄체계와 개방체계

경계는 속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1) 로 나눕니다.2)

가. 폐쇄체계closed system
그림과 같이 경계가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보내지도 않는 체계입
니다.

폐쇄체계라도 내부 동력으로 한동안 작동합니다. 하지만 내부 동력을 모두
소진하면 결국 작동을 멈춥니다.

나. 개방체계open system
그림과 같이 경계가 열린 체계입니다.

1) 물리학에서는 고립계, 폐쇄계, 개방계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만, 시스템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2) 시스템학, 박창근, 범양사출판부, 1997

한 시스템이 만약 환경과 입력, 출력, 또는 입력-출력 관계를 갖고 있으면 개방 시스템이라 하
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 시스템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동적 변두리 요소를 가진 시스템은 개
방 시스템이고, 동적 변두리 요소를 갖지 않고 그 변계가 격리 요소들에 의해서만 구성된 시
스템은 폐쇄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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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폐쇄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폐쇄성이 없으면 경계가 없어져
체계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방성과 폐쇄성은 상호 대치하는 개념
이 아닙니다. 둘 다 체계를 유지하는 속성입니다. 개방체계란 어떤 면에서
는 폐쇄적이어서 체계를 유지하되, 어떤 면에서는 개방적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폐쇄성의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3)

다. 폐쇄성과 개방성
사회사업이 상관하는 생태체계 , 생태체계 구성원인 인간4), 사회5) 모두 개
방체계입니다. 자칫 개방성은 좋고 폐쇄성은 나쁘게 보기 쉬우나 이는 상
황에 따라 다릅니다.

유년기에는 부모에 대해 개방성이 높습니다. 반면 청소년기로 접어들수록
부모에 대해 폐쇄성이 높아집니다.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기 정체성을 세우
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폐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정체
성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폐쇄성만 강조할 수 없습니다. 성년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들
수록 폐쇄성만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개방성을 높이려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자칫 외골수가 될 수 있습니다.

3) 시스템학, 박창근, 범양사출판부, 1997

시스템 경계는 통상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유통역할로서 시스템의 경계를 통해 외계
와 상호작용한다. ....(중략)... 다른 하나는 보호역할이다.
4) 사람도 개방체계입니다. 물질 측면에서 신체 특히 피부라는 폐쇄성을 가지나, 에너지 측면
에서는 개방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정보 측면에서도 개방적으로 타
인과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며 생각을 바꿉니다.
5) 사회도 개방체계입니다. 개념상 사회의 경계는 존재하나, 에너지 및 물질이 경계를 넘나듭
니다. 반면 이동과 거래가 제한된 사회는 개방체계이기는 하지만 폐쇄성이 강합니다.

118

가족은 다른 생태체계에 비하여 폐쇄성이 높습니다. 타인에 배타적입니다.
만약 가족의 개방성이 너무 높아 누구나 들고나면 가족이라 하기 어렵습니
다.
그렇다고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와 이동이 많아
지면서, 결혼보다 결합과 해체가 쉬운 동거가 느는 추세입니다. 가족의 폐
쇄성과 개방성 또한 당시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사회도 폐쇄성이 높으면 동질성이 높습니다. 동질적이므로 공동체성
또한 높습니다. 반면 동질성은 획일성입니다. 새로운 유입이 없어 역동성
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성원의 자주성은 부족합니다.
지역사회가 개방성이 높으면 다양성이 높습니다. 구성원이 자율적, 역동적
입니다. 다양한 조합으로 창의성이 높습니다. 반면 역동성은 불안정성입니
다. 구성원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지역사회가 얼마나 개방적이어야 하느냐는 이곳이 상업지역이냐 주
거지역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지역임에도 너무 개방적이면 거주인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외지인이 관광하듯 계속 드나들며 기웃거린다면
주거지역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업지역에 가깝습니다. 최근 주거
지역을 문화마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개방성을 높이자 주민이 살기 어렵
다고 호소하는 것 또한 주거지역을 과도하게 개방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
습니다.

생태체계의 개방성과 폐쇄성은 당시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릅
니다. 사회사업은 생태체계의 속성, 당면한 과업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
방성과 폐쇄성을 조절하도록 돕습니다.6)

6) 사회복지방법론, 뷰려 콤프톤 버트 갈라웨이 공저, 장인협 정영순 편역, 수문사, 1986

모든 건전한 체계들은 잘 한정된 반투성의 경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경계를 유지하는 방법
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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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폐쇄성과 자주성

가. 폐쇄성과 내부구조
폐쇄성이 있기에 체계는 내부구조를 갖습니다.7) 체계마다 내부구조가 다
릅니다.
사람마다 인지구조가 다릅니다. 인지구조가 다르면 같은 말을 들어도 반응
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예쁘다!'외부자극는 말을 듣고 비꼬는 것으로 해석하여
짜증반응을 냅니다. 반면 누군가는 칭찬으로 해석하여 감사반응합니다.

예
쁘
다

낮은 자존
작동

짜
증

예
쁘
다

높은 자존
작동

감
사

이를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외부자극8)은 반응을 유발9)할 뿐, 반응을 결정하지 못한다.10)
7) 사람은 피부라는 폐쇄성으로 내부에 신체구조, 인지구조 등을 갖습니다. 국가는 국경이라
는 폐쇄성으로 법률구조, 정치구조, 사회구조 등을 갖습니다.
8) 체계 외부 즉 환경에서 오는 변동. 체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동은 ‘요동’
9) 앎의나무, 움베르또 마뚜라나 프란시스코 바렐라, 갈무리, 2007

생물과 환경이 구조적으로 서로 어울리면서 상호작용할 때, 생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의 섭동작용이 아니다. 섭동작용을 통해 생물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생물의 구조다. 이런 상호작용은 결과를 결정하거나 ‘명령’하지 않는다. 이
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과가 ‘유발’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생물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주고
받아 생긴 변화는 섭동작용을 준 개체로부터 유발되지만, 섭동작용을 받은 체계의 구조에 따
라 결정된다. 이것은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환경에게 생물이란 섭동작용의 한 원천일
뿐 명령의 원천이 아니다.
10) 앎의나무, 움베르또 마뚜라나 프란시스코 바렐라, 갈무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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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외부자극에 어떻게 반응 할지는 체계 내부구조가 결정한다. 이를 자
주성autonomy11)이라 합니다.12)

살아있는 체계는 자극에 자주적으로 반응합니다. 반면 죽은 체계는 자주성
이 없어 반응하지 못합니다. 자주성은 살아있는 체계의 특성입니다.

나. 당사자와 사회의 자주성
사람은 살아있는 체계입니다.13) 사회도 살아있는 체계입니다.14)
자주성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며, 누군가 특히 사회사업가가 이를 대신
하면 살아있는 체계의 특성을 빼앗는 셈입니다. 외부에 일방적으로 휩쓸려
환경의 구조는 자기생성개체의 구조에 변화를 유발할 뿐, 그것을 결정하거나 명령하지 않는
다.
11) 생태학에서는 autonomy를 학문용어로 ‘자율성’하지만, 사회사업에서는 ‘자주성’으로
번역합니다.
12) 앎의나무, 움베르또 마뚜라나 프란시스코 바렐라, 갈무리, 2007

우리는 자율이란 개념을 흔히 쓰는 뜻으로 쓰고 있다. 곧 자기가 따르는 법칙이나 자기에게
고유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체계는 자율적이다. 우리는 오직 생물만을 자율적 존재
로 보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다. 하지만 자율성이 생물을 가장 잘 드러
내는 측면들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의 견해로는 생물을 자율적 체계이게끔
하는 기제인 자기생성이야말로 생물을 자율적인 것으로 특징짓는다.
13) 외부 자극에 어떻게 재구조화하여 반응하고 대처할지 결정할 자주성마저 없다면 살아있
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노예의 삶을 보고 사람다운 삶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 삶을 결정
할 자주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여 극단적으로 숨만 쉬는 경우라 해도 신체 내부구조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호흡이 이
루어지니, 최소한의 자주성을 가진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 숨만 쉬는 듯 보인다 해도
외부인은 그렇게 추측할 뿐 확정할 수 없습니다. 외부인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최대한 가능성
을 가진 존재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14) 식민 지배를 받아 의결권, 집행권이 박탈된 사회를 온전한 사회라 할 수 없는 이유는 자주
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직, 모임, 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 각종 사회체계도 자주성을 갖습니다. 사회체계도 일
단 체계를 형성하면 스스로를 보전하려는 자율적 논리가 강해집니다. 사람보다 사회체계를
우선시하는 목적과 수단의 전치 현상 또한 사회체계의 자율적 논리가 작동한 현상에 가깝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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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다니는 타율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15)
<8.12.> 참조
사회사업가는 자주성을 존중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도, 사회에도 여
쭙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시도록 제안합니다. 이미 자주
성이 훼손되었어도 예를 갖춰 꾸준히 권해서라도 자주성을 발휘하도록 돕
습니다.16) 이로써 자주성을 지킵니다.17)

다. 변화의 주체와 자극의 주체
살아있는 생태체계는 폐쇄성과 자주성이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사회사업
가가 당사자체계나 생태체계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사업가는
생태체계에 자극을 줄 뿐입니다. 반면 당사자체계나 생태체계는 수동적 타
율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사업가의 자극에 따라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존
재입니다.
따라서 변화의 주체는 당사자체계나 생태체계요, 자극의 주체는 사회사업

15) 사회복지방법론, 뷰려 콤프톤 버트 갈라웨이 공저, 장인협 정영순 편역, 수문사, 1986

워어커는 이러한 상호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활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중략 ...
워어커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것을 결정하고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클라이언트의 참여 없이 그의 요구를 결정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삶에 대처할 수 없도록 조장할 뿐이다.
16) 사회복지방법론, 뷰려 콤프톤 버트 갈라웨이 공저, 장인협 정영순 편역, 수문사, 1986

사회사업가의 전문성은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있지 아니하며 클
라이언트가 스스로 대안을 개발하고 결정을 하며 결정된 것을 수행하도록 클라이언트를 도
와주는 과정에 있다. 가끔 신참 사회사업가는 자신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좌절감을 느낀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주
요한 문제해결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겸허함이 필요하다.
17) 사회사업이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자주성을 마땅히 지켜야 하지만, 사회사업이 자주성
자체를 도모할 바는 아닙니다. 자주성은 사회사업에 한정된 가치가 아닙니다. 자주성은 사회
사업 뿐 아니라 모든 인간 활동에서 기본으로 지켜야 하는 대전제입니다. 자주성은 사회사업
이상이기보다는 사회사업도 지켜야 하는 기본 가치, 기본 윤리에 가깝습니다. 다만 자주성을
살려야할 필요가 있는 특정 상황과 사안에서는 사회사업 목표로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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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니다. 이는 사회사업가가 기억해야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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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생태체계 적응과 재구조화

가. 적응과 재구조화
반응은 체계 내부구조가 결정합니다. 체계는 내부구조를 재구조화하면서
적절한 반응을 찾습니다. 결국 적응이란 체계가 자율적으로 내부를 재구조
화하면서 알맞은 반응을 찾은 결과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집을 떠나거나 또는 행태가 달라지면, 가족의 양상
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는 당시 상황에 맞게 가족 내부를 재구조화한 결
과입니다.
한 마을이 다른 마을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마을의 양상이 달라
지기도 합니다. 이 또한 외부 자극에 맞게 마을 내부가 단합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체계는 요동이든 섭동이든 당시 처한 상황에 맞게 반응하기 위하여
내부를 재구조화합니다. 이로써 적응합니다.

나. 각각 생태체계의 고유성
모든 생태체계는 각각 환경과 상호적응하며 재구조화 합니다. 이로써 모든
생태체계는 고유성을 갖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생태체계는 있을 수 있어
도, 똑같은 생태체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생태체계가 저마다 고유하므로, 사회사업가는 개별성을 존중하며 각각 생
태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호기심을 갖고 대합니다. 행여 이전에 경험한 생
태체계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정형화된 이해와 방법으로 예단하지 않습니
다.
모든 생태체계는 각각 고유성을 가지며, 사회사업가는 고유성을 존중하여
개별적으로 이해한다. 이는 사회사업가가 기억해야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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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태체계 적응 : 공생
생태학 관점에서 보면 부적응이란 없습니다. 생물이 살아있으면 이미 적응
한 겁니다. 심지어 누가 잘 적응했는가, 덜 적응했는가도 구분할 수 없습니
다. 살아있는 한 적응adaptation입니다.18)
생태학 관점에 따르면 서로 외면하며 사는 것도, 서로 대립하며 사는 것도,
서로 적대시하는 것도, 누군가는 지배하고 누군가는 지배받는 것도 모두
적응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사업 적응도 이러할까요?
사회사업에서 적응은 다릅니다. 생태학 관점의 적응에 사회사업 가치를 더
하여 판단합니다.
생태학 관점에서는 외면, 대립, 적대, 지배, 억압 등이 모두 적응이지만, 이
는 사회사업이 추구하는 적응이 아닙니다.
사회사업이 추구하는 적응은 공생 즉 서로 돕고 나누는 상호적응입니다.
사회사업은 체계가 재구조화하여 공생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18) 앎의나무, 움베르또 마뚜라나 프란시스코 바렐라, 갈무리, 2007

더 잘 적응한 생물과 덜 적응한 생물
생물이 해체되지 않는 한 생물은 자신의 환경에 적응해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했다. 따라
서 적응상태란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유지될 뿐이다. 나아가 모든 생물들은 그것들이 살
아 있는 한 이 점에서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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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개방성과 지속가능한 사회사업

가. 엔트로피라는 폐물에너지
엔트로피entrop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컵에 뜨거운 물이 담겨있으면, 이 열에너지는 활용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 중으로 온도를 빼앗깁니다. 그만큼 사용
할 수 없는 에너지가 증가한 것을 ‘엔트로피entropy가 증가했다.’고 표현합니
다. 간단히 정리하면, 엔트로피는 폐물에너지, 네겐트로피negentropy는 가용
에너지입니다.

나. 폐물에너지와 개방성
폐쇄체계는 작동할수록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가용에너지는 줄고 폐물에
너지가 늘어납니다. 마침내 폐물에너지가 최대화되면 체계는 작동을 멈춥
니다.

⌁☢
⌁⌁
⌁⌁

☢ ☢
⌁☢
☢

⌁

☢ ☢
☢ ☢
☢ ☢

⌁=가용에너지 ☢=폐물에너지
반면 개방체계는 개방성으로 인해 외부 즉 상위체계에서 가용에너지를 가
져오고 쌓이는 폐물에너지를 내보냅니다. 이로서 작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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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가용에너지 ☢=폐물에너지
다.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생태체계
사회사업가는 생태체계 내에 활용가능한 에너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당사
자체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강점은 생태체계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기존 생태체계에 있는 강점만으로 부족할 경우, 사회사업가는 생태
체계 범위를 이전보다 넓혀 강점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사회사업가
가 기억해야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라. 지속불가능한 결과
그런데 생태체계 범위를 넓혀 에너지를 사용할수록, 상위체계에는 가용에
너지가 줄어들고 폐물에너지만 쌓입니다. 결국 상위체계는 폐물에너지만
가득해 작동을 멈춥니다. 그러면 결국엔 하위체계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
다. 지속불가능해집니다.19)

19) 물론 상위체계 또한 개방체계라면 자신의 상위체계에서 에너지를 유입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결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위체계에 부담을 떠넘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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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마. 새로운 질서 : 지속가능성
예산 규모는 경제 성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의 고도 경제 성장은 상위체계인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며 얻은 개발입니다.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끌어다 쓰며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한 현 시대에

하지만 사람과 사회가 잘살기 위해 자연을 망칠수록 결국 사람과 사회도
살 수 없습니다. 고도 경제 성장이 오히려 인류 파멸 위협을 높이자 인류는
‘지속가능한 개발’로 기조를 바꾸는 중입니다.20)
바. 지속가능한 사회사업
이제 사회사업도 ‘지속가능한 사회사업’으로 바꿔야 합니다.
첫째, 소박해야 합니다. 소박하려면 보통 사람의 생태체계부터 시작하여
20) 네이버 백과사전
환경과 경제개발을 조화시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경제개발을 한다는 개념이다. 1987년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미래세 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세대의 욕구 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인 간의 기본욕구 충족을 위해 경제개발을 할 때 생태계의 수용능력인 환 경용량을 초과해
서는 안 되며, 생활수준만이 아닌 삶의 질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 차원
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1992년 세계 178개국 정부대표들이 모인 리우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세계환경정
책의 기분규범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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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생태체계 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하위체계에서 상위체계 순으
로 살펴야 합니다. 무조건 상위체계에서 시혜적 공식체계를 많이 획득 활
용하여 많이 주는 것이 좋다는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21)
둘째, 자생성autopoiesis을 높여야 합니다. 생태체계 내 에너지 순환을 높여 외
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로 줄이며 자기자신을 재생산해야 합니다. <4.7.> 참
조
이것이 이 시대가 사회사업에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21) 사회복지방법론, 뷰려 콤프톤 버트 갈라웨이 공저, 장인협 정영순 편역, 수문사, 1986

변화과정들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는 인색
(parsimony)함을 원칙으로 취할 모든 행동은 개입방법이 가능한 단순하고 경계적이어야 한
다....... 중략 ...... 워어커 자신은 변화를 시도하는 클라이언트의 대행자로서 목표에 따라 일을
수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하여 겸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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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위계와 소박한 사회사업

사회사업이 소박하려면 다음의 우선순위를 지킵니다.22)
큰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통 사람의 생태체계부터 시작하여 특별한 생태체계 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둘째, 하위체계에서 상위체계 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가. 1순위 - 보통 생태체계 : 당사자 및 가족, 아는 관계, 권리적 공식체계
1순위는 당사자 및 가족, 아는 관계, 권리적 공식체계 중에서 방안을 찾습
니다. 여기에서 권리적 공식체계란 시민이라면 누구나 낙인없이 권리로 이
용하는 문화, 정책, 제도, 행정 등을 말합니다.

모르는 관계

공식
체계

비공식 당사자가
체계
족

당사자, 가족

아는 관계

아는 관계

권리적 지원

권리적
공식체계

1순위

22) 우선순위를 둔 이유는 기존 생태체계에서 방안을 찾되, 부족한 만큼만 상위체계에서 제
공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으면 지속불가능한 사회사업이 되며, 인간
과 사회에 위기를 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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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순위 – 특별한 생태체계 : 비공식 체계 중 모르는 관계
기존 보통의 생태체계를 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2순위로 비공식
체계 중 모르는 관계에서 방안을 찾습니다. 돕고 나눌 주변인23)을 사회사
업가가 새롭게 찾아 당사자와 연결합니다.

비공식 당사자가
체계
족

모르는 관계

모르는 관계

2순위

다. 3순위 - 특별한 생태체계 : 시혜적 공식 체계
3순위는 공식 체계 중 약자임을 증명해야 이용할 수 있는 낙임감을 주는 시
혜적 공식체계입니다.

23) 당사자와 안면이 없는 자원봉사자, 결연자 등이 주변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결해도 봉
사자, 결연자 보다는 보통 관계로 발전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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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적
공식체계

시혜적 지원

3순위

모르는 관계

공식
체계

비공식 당사자가
체계
족
아는 관계
권리적 지원

단, 시혜적 공식체계라 하여 무조건 나쁘게 보아서는 곤란합니다.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1순위, 2순위에서 부족한 경우에는 마땅히 3순위로 활용해야 합니
다. 1순위, 2순위, 3순위의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지,
시혜적 지원을 무조건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째, 생태체계 내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중물 성격으로 사용할 경
우에는 순위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생성을 해칠 정도로
과하지 않게 활용하는 정도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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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선순위에 따른 흐름도
당사자 의뢰, 접수

당사자, 가족,
아는관계,
권리적공식체계에서
공생성 파악

공생성 충분
예

아니오

비공식체계 중
모르는 관계에서
공생성 파악

공생성 충분
예

생태체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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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공식체계 중
시혜적 지원

4.6. 엔트로피와 사회적 에너지

생태체계에 투입할 수 있는 에너지는 기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성장에 기반한 경제적물질적 에너지24)입니다.
경제적 에너지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며, 효과 또
한 빠릅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다루기가 쉽습니다.
단점은 경제성장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성장이 높아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행여 경제성장이 저성장 기조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자본
또한 줄어듭니다.

둘째는 관계에 기반한 사회적 에너지지지, 격려, 칭찬, 감사, 공감, 신뢰, 유대, 공유 등입니다.
인간 사회에 언제나 존재했으며, 관계를 통해 돕고 나누는 지속가능한 에
너지입니다. 사용할수록 늘어나는 수확체증의 경향25)이 있습니다. 특히
생태체계 내 어디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살릴 수 있습니다.
단점은 경제적 에너지에 비하여 얼마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지 예측이
힘들고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대 문명은 과도한
경제성장을 추구한 나머지 사회체계 및 자연체계에 엔트로피를 급격히 전
가했습니다.
24) 의식주와 같이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
25) 이를 수확체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수확체증의 법칙을 따르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지
식입니다. 지식은 사용할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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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을 위해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투입하기
위해 사회 공동체를 훼손했습니다. 사회적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자연환경을 훼손했습니다. 자원을 얻으려 자연을 훼손했
고, 경제성장 폐기물을 자연에 전가시켜 환경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곧26) 화석연료 산업시대도 종말을 맞을 겁니다. 이 시대는 인간의
오랜 역사 중 짧은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과도한 경제
성장은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회와 자연환경을 착취하여 얻
은 부유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아서는 머지않아 인류는 사회 공동체와
자연환경을 훼손한 대가로 생존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처
럼 과도하게 소비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방식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
다.

B.C.
이집트 문명

A.C.
헬레네 문명

화석연료
산업시대

27)
3000

2000

1000

1000

2000

이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시혜적 공식체계 뿐만 아니라 권리적 공식체
계 또한 과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때로는 소박하게 활용해야 할 수 있
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당장 권리적 공식체계를 줄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
26) 오랜 인간 역사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
27)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프리초프 카프라, 범양사, 41쪽에서 도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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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현재 한국은 권리적 공식체계가 너무나 빈약한 상태이므로, 복
지선진국과 같이 더 적극적으로 갖춰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로써 복지국가
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연환경까지 고려하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인류가 경
제적 물질적 에너지에 몰두할수록 인간과 사회는 생존의 위협을 겪을 겁니
다. 이런 위협에 사회사업마저 공식체계를 과도하게 활용하여 위협을 추가
할 수 없습니다. 사회사업만이라도 사회적 에너지에 주목하여 소박하고 단
순하게 사회사업해야 합니다. 이로써 자연환경도 사회도 사회사업도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사업이 직면한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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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순환과 다양성 그리고 자생성

가. 천이와 극상
생태체계는 점차 안정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는데, 생태학에서는 이러한 상
태를 극상climax, 極相이라 합니다.28)
하지만 생태체계가 안정적으로 공생하더라도 외부사회사업 등의 인위적 개입
이 너무 크면 극상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극상이란 안정상태이면서 동시에 자생성autopoiesis ⾃⽣性29)이 높은 상태
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생성을 높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나. 내부 순환과 자생성
생태체계의 자생성을 높이려면 생태체계 내 순환cycle이 중요합니다.

28) 예를 들어 숲 생태계는 초기 키 작은 단기 식물이 뿌리를 내립니다. 후기로 갈수록 키 큰
다년생 식물 군락을 거쳐 양지에서 잘 자라는 침엽수림이 자리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늘에서 잘 자라는 활엽수림 군락에 도달합니다.

http://www.cyberschool.co.kr/html/text/bio/bio522.htm 에서 그림 인용
29) 생태학에서는 자기생성autopoiesis, 자기완결성⾃起完結性등 이라 합니다만, 사회사업에서는
자생성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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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 정서적 지지사회적 에너지를 원활히 주고받을 수록순환 자
생성이 높아집니다. 부부간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가 충족되므로 굳이
외부체계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녀체계와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합니다. 이럴 경우 자녀가 독립해도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
을 겪지 않습니다.

반면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생성도 낮아집니다. 그만큼 외부에 의존합
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지순환 않으면, 자생성이 낮아
집니다.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만큼 외부체계인 자녀에게 밀착합니다. 자
녀와 밀착할수록 부부관계는 더 소원해집니다. 이후 자녀가 독립하면 부부
자체적으로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생태체계 내 순환이 원활하도록 돕습니다. 이로써 생태체계가
높은 자생성을 갖도록 돕습니다.

다. 다양성과 자생성
생태체계의 자생성을 높이려면 생태체계 구성이 다양diversity할수록 유리합
니다.
생태체계는 친밀도결속도에 따라 절친한 관계, 친한 관계, 좋은 관계, 아는 관
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도식화한 것을 생태체계 피라미드라고 합니
다.30)

30) 1927년 동물생태학자 엘톤Charles Elton은 생태계를 층위별로 개체 수를 비교하여 피라미
드 구조로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생태적 피라미드ecological pyram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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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안정적인 생태체계 피라미드 구조입니다.31)
절친한 관계 : 5
친한 관계 : 10
좋은 관계 : 35
아는 관계 : 100

자연적인 생태체계는 층위가 안정적이고 다양합니다. 보통 개인 생태체계
는 평균 150명의 친구와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각 층위로 확장할수록 약 3
배씩 증가합니다. 즉 절친한 관계가 5명, 친한 관계까지는
관계까지는

15×3=50명, 아는 관계까지는

15명, 좋은

5×3=

32)
50×3=150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태체계 층위가 다양할수록, 특히 하층에 해당하는 아는 관계가
풍성할수록 자생성이 높아집니다. 상황에 따라 아는 관계 중 일부가 친한
관계로 바뀌기도 하고, 친한 관계 중 일부가 좋은 관계로 바뀌면서, 상황에
적합한 생태체계로 재구성하기 쉽습니다.

지역사회 생태체계 또한 기반은 아는 관계입니다. 서로 알아야 관계가 생
깁니다. 알지 못하면 관계도 생길 수 없습니다. 서로 알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알고 지낼 뿐 아니라 종종 만
나는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만나다 보면 모임도 만들 수 있고, 때로

31) 본문에서는 개인적 관계로 표현했는데, 이를 지역사회사업의 관점에서는 아는 관계, 느
슨한 만남, 모임, 조직 등으로 대체하여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32) 사회성, 두뇌 진화의 비밀을 푸는 열쇠, 로빈 던바, 클라이브 갬블, 존 가울렛, 이달리, 처
음북스.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평균적으로 약 150명의 친구와 가족으로 구성되는데, 그것들은 변
별적인 크기와 그에 상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관계의 층위들이다. 일련의 배열 안에서
각 층위는 안쪽에 위치하는 층위보다 3배가량 많은 수를 이룬다. 대체로, 층위들은 친밀한 친
구들, 절친한 친구들, 친한 친구들, 친구에 각각 대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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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을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개인이든 지역사회든 중요한 점은 자연적인 생태체계는 다양성을 갖
는데, 다양성이 풍성할수록 상황에 적합한 생태체계로 재구성하여 자생하
는데 유리하다는 점입니다.33)

반면 다음은 불안정한 생태체계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절친한 관계
친한 관계
좋은 관계
아는 관계

위 생태체계는 아래 층위가 훼손된 상태입니다. 아는 관계가 빈약합니다.
만약 친한 관계 중 일부가 이탈하면, 빈약한 아는 관계, 좋은 관계로는 생태
체계를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인위적으로 관여해야 하며, 생태
체계의 자생성이 떨어집니다.

33)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34쪽

자연적인 소셜 네트워크 조직은 물통 릴레이 소방대, 전화 비상 연락망, 군대와는 달리 위에
서 아래로 하달되는 방식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현실 세
계의 소셜 네트워크, 조직은 우리가 다수 혹은 소수의 친구들을 사귀려는 경향, 많거나 적은
가족을 이루려는 경향, 서로 간에 친밀하거나 소원한 관계인 일터에서 일하려는 경향에서 자
연적으로 유기적으로 발달한다.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37쪽
유기적인 네트워크는 조직된 네트워크에서 볼 수 없는 구조와 복잡성, 기능, 자발성, 아름다
움을 갖고 있는데...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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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역사회 내 튼실한 관계망조직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34) 하지만 조직원이 이탈하면, 아는 관계
가 부족하여 참가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생태체계의 자생성이 떨어
집니다. 결국 튼실한 조직마저 이완 또는 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4
.> 참조

특히 하층인 아는 관계가 풍성하면 자연스럽게 상층으로 보충되어 자기조
직화합니다. 자기조직화를 통한 창발. 이것이 자연스러운 네트워크의 특징
입니다. 자생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층인 아는 관계가 빈약하면 마치 빈약한 토대 위에 세운 숲과 같
습니다. 자기조직화가 약한 만큼 인위적으로 타자조직화해야 합니다. 자생
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건강한 생태체계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8.7.> 참조

34) 화재 등으로 소실된 황무지에 인공적으로 키 큰 나무만 심으면 겉보기에는 건강한 숲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 구성이 고르지 못해 에너지 순환
이 낮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자생성이 낮아 불안정한 생태계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 외
부에서 비료를 인위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토양이 지력을 잃어 숲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8m 이상 식물의 교목층

일 년 또는 이 년 생의 초본층
생산자, 분해자 등의 지표․지중층

모델학교 숲 매뉴얼에서 그림 인용 수정
http://sofmanual.blogspot.kr/2013/07/blog-po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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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자생성과 강점

가. 의식적으로 강점 주목
사회사업은 생태체계의 자생성을 최대한 강화합니다.35) 이를 위해서는 생
태체계의 강점을 살립니다.
하지만 막상 생태체계 구성원을 만나면 약점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특히
당사자체계를 만나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럴수록 정신 차리고 강점에 주목
하고 집요하게 여쭙습니다.
나. 부분강점
전체가 부정적이라도, 부분적으로 강점이 있다면 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민감하게 부분 강점을 발견하고 살립니다.
다. 강점화
약점이라 해도 강점화 할 수는 없는지 살핍니다.
강약에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약점이고 어디서부터는 강점
이라 구분할 수 없습니다.
키가 작으면 약점이라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속성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
릅니다. 장신이 유리한 농구에서는 단신을 약점이라 할 수 있으나, 좁고 낮
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단신을 약점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회사
업은 의식적으로 강점화에 주목합니다.

이로써 생태체계가 최대한 자생성을 높이도록 돕습니다.

35) 다만 부족한 만큼만 사회사업이 외부체계로서 에너지를 공급하여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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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자연체계와 보통화

가. 생태체계의 구분
생태체계는 공생의 자생성 수준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36)

① 자연체계natural ecosystem
외부의 인공적 도움이 없이 생태체계의 힘으로 공생을 달성합니다. 이는
자기 힘이 커서 외부 도움이 없어도 체계를 유지하는 자생자주상태에 가깝습
니다.
예를 들면 한 지역에 약자가 있더라도 지역의 힘으로 약자도 주변인도 더
불어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② 순치체계domestic ecosystem, 馴致⽣態系 - 자연체계와 인공체계 사이
인공적인 복지가 일부 개입하지만, 생태체계의 힘을 최대한 살려 공생을
달성합니다. 이는 자기 힘만으로는 부족하여 인공적인 도움을 받는 부분적
의존상태에 가깝습니다.

36) 그림으로 이해하는 생태사상, 김윤성, 개마고원, 2009

외부에 의존하는 양이 적을수록 생태계는 자신만의 작동원리로 스스로를 지속시킬 수 있다.
오덤은 생태계가 외부에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생태계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자립적인 자연의 생태계다. 숲, 연못, 하천 등은 물질과 에너지를 인공적으
로 더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한다.
이 반대편에는 인공생태계가 있다. 도시의 아파트 단지나 사무실을 생각해보라. 끊임없이 물
과, 전기 시설과 난방을 위한 화석연료, 식량 같은 물질들이 유입되어야 유지될 수 있는 체계
다. 엄밀히 말하면 인공생태계는 생태계라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이 양극단의 체계 사이에, 오덤 형제가 순치생태계라 부르는 영역이 자리하는데 바로
농업생태계가 대표적인 예다. 농업생태계나 벌목한 뒤에 다시 조림한 숲은 인간에 의해 제어
되긴 하지만 스스로 에너지와 물질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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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지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여 인공적인 복지체계가 일부 관여하
여 더불어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③ 인공체계artificial ecosystem
약자의 생존을 위해 인공적인 복지로만 유지하는 체계입니다. 이는 전적으
로 인공적인 복지에 의존한 상태입니다. 이를 사회사업이 추구할 생태체계
라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상태도 아니고, 추구할 상태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립된 지역에 약자만을 위한 복지체계를 인공적으로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나. 사회사업 발전 : 자연, 자생
사회사업이 관여할수록 생태체계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의존상태인 인공체계는 사회사업이 추구할 바와 거리가 멉니다.37) 사회사
업은 가급적 인공적인 관여를 줄여 순치체계로 발전해야 하고, 더 나아가
자생상태인 자연체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사회사업에서 발전이란 무엇일까요? 생태체계가 인공에서 자연으로 나아
가는 것이 발전입니다. 의존에서 자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발전입니다.

인공체계

순치체계

자연체계

다. 추구할 모습 : 보통화
37) 물론 생태체계의 자생성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인공체계를 갖출 수도 있
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사업이 지향할 바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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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체계가 자연에 가까울수록, 자생에 가까울수록 그 모습은 어떠할까
요? 보통에 가까울 겁니다.
반면 인공적이고 의존적일수록 보통과 멀어질 겁니다. 특별해져서 구분되
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통의 경우 보통 사회 속에서 보통
사람으로 더불어 살아갑니다.
약자도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약자라고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사회 속에서 보통 사람으로 보통 생활하며 살아야 합니
다.38) 사회사업은 이를 보통화normalization라 명합니다.39)
반면 약자만을 위해 약자끼리 살도록 만든 인공 복지체계에서 산다면 이를
두고 사람답게 산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답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아
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곤란합니다. 특히 인공 복지체계는 사람으로도 사
회로도 지향할 바는 더욱 아닙니다.

라. 출발과 방향
사회사업 발전이 보통화라 하여 출발점이 반드시 자연체계여야 한다는 뜻
은 아닙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발합니다. 때로는 인공체계를 구
축하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무조건 자
연체계를 적용하려 해서는 곤란합니다.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적용하려 하면 힘은 크게 들지만, 성과는 작
을 겁니다.
38) 인공체계에서 자연체계로 발전한다면 봉사자 후원자 관계는 이웃관계로, 시설은 공동주
택으로, 말벗은 마실로, 치료는 활동으로 발전하듯 다양한 영역이 보통에 가까워질 것입니
다.
39) 흔히 정상화라 번역합니다만, 이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가치판단이 들어있는 단어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자칫 당사자를 비정상으로, 주류 사회 질서를 정상으로 오인하여 당사
자를 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도록 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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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방향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인공체계에서 출발하든, 낮은 순치체계에서 출발하든, 그 방향은 자연체계
를 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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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부 공진화와 항상성

한국사회사업 변천

생태체계이론 태동

응급구호 자선사업
사회정책, 행정 포괄
사회사업 모호

공유영역
관계와 상호작용
공생
사회사업 정체성

시스템이론
생태학
사회사업
통합방법론

시스템사고

체계 기본개념

인과구조
양(강화) 되먹임
동귀결성 다중귀결성
정책지렛대 강점

개방체계 자주성
엔트로피
자생성 강점

네트워크
위상구조
작은세상 네트워크
약한연결 강한연결
다수, 다종, 조밀
커넥터와 임계점

생태체계

공진화 자기조절

창발 주기성
자기조직화 창발
요동에 따른 창발
회복탄력성 파나키
혼돈의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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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먹임 자기조절
진화 안정성 자생성
순치체계
상호적응 공진화

5.1. 재구조와 되먹임

가. 재구조와 되먹임
생태체계는 상황에 적합하도록 스스로를 새롭게 재구조합니다.1)2)3)
만약 환경이 달라지면 생태체계는 그에 적합하도록 재구조하므로, 결국 이
전과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 때 중요한 개념이 되먹임feedback 환류 피드백입니다. 되먹임이란 환경B이 준 자
극에 체계A가 반응하고, 이것이 다시 환경B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체계A로
되돌아오는 과정4)입니다. B➝A➝B➝A➝...
예를 들어, 엄한 양육을 받은 자녀client가 자기표현을 주저하면, 부모는 답답
해서 더 엄하게 꾸짖고, 자녀는 자기표현을 더 주저하여 부모가 더 엄한 태
도를 취하는 악순환의 경우도 이런 되먹임 과정입니다. 부모의 엄한 양육➝자녀의 자기
표현 저하➝더 엄한 양육➝자녀의 자기표현 저하 심화➝...

1) 이를 생태학에서는 자기생성Autopoiesis이라 합니다.
2) 앎의나무, 움베르또 마뚜라나 프란시스코 바렐라, 갈무리, 2007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생물을 특징짓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 그대로 지속적으
로 생성(erzeugen)하는 데 있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생물을 정의하는 조직을 자기생성조직
(autopoietische Organisation)이라 부르고자 한다.
3) 예를 들어, 신체도 자기생성 합니다. 한 달 전 몸과 현재의 몸은 다릅니다. 신체 세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몸은 여전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입니다.

건강다이제스트 2012년 11월호, 글 허미숙 기자, 도움말 서울내과의원 장성원 원장
뇌세포-심장세포-인구세포의 수명 = 신체 나이와 동일, 간세포의 수명 = 12~18개월, 뼈조직
의 수명 = 10년, 혈액의 수명 = 3~4개월, 피부 수명 = 2주~4주, 근육세포의 수명 = 최소 15년
4)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538쪽
어떤 입력으로부터 나온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양의 되먹임과 음의
되먹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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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되먹임이란 주고받는 순환인 셈인데, 되먹임이 있어야 비로소 적응5)
도 할 수 있습니다.

나. 되먹임과 사회사업 위치
되먹임을 사회사업으로 풀어내면 생태체계 구성원당사자체계와 환경체계이 관계하
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사업의 바른 위치는 어디일까요?
사회사업이 생태체계의 관계를 끊고 끼어들면 곤란합니다. 이는 사회사업
의 바른 위치가 아닙니다. 관계에 끼어들면 되먹임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
는데, 결국 생태체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사업

사회사업은 생태체계의 직접 관계를 살립니다. 생태체계 구성원이 직접 관
계하고 되먹임 하도록 돕습니다. 이로써 생태체계가 상호적응 하도록 돕습
니다.

5) 여기에서 말하는 적응이란 바른 적응인가 하는 가치 판단은 제외한 적응입니다. 즉 생태학
적 적응이지, 공생이라는 가치를 적용한 사회사업 적응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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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

다. 주선하는 사회사업가
사회사업은 대변자 역할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사회사업이 대변자로 나설
수록 생태체계 구성원의 상호적응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사회사업이 상호간 대변자로 나서면 의사소통이 손실됩니다. 말을 전하다
보면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도 않은 말이 돌고 돕니다. 이
는 의사소통 단계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사회사업가도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를 접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사회사업가를 거치면서 사실이 새롭
게 해석되어 정보가 손실 왜곡됩니다.

사회사업은 대변자 역할보다 우선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생태체계 구
성원이 직접 관계하도록 돕는 주선자 역할입니다.6)
생태체계 구성원이 직접 관계하되, 그 과정이 지속되어 순환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도와야 합니다.7) 그래야 생태체계 구성원이 상호적응을 이룰 가능
6) 사례관리면 당사자와 관계자 및 관계기관 제도 등 간, 가족사회사업이면 가족 구성원 간,
학교사회사업이면 교육 주체 구성원 간, 지역사회사업이면 지역사회 구성원 간, 사회체계사
회사업이면 사회체계 구성원 간.
7) 이 과정이 의사소통에서 되먹임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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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습니다.

라. 공생 주체와 감사 대상
① 공생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생태체계가 높은 자생성을 가지려면 누가 주체여야 합니까?
사회사업가가 생태체계의 당면한 어려움을 직접 해소한다면 대증요법 이
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어서는 생태체계의 안정상태
를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들이는 에너지는 크지만 효과는 작고 기간도
짧을 것입니다.
공생을 이루는 주체는 사회사업가가 아닌 생태체계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4.4.> 참조

② 감사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공생의 주체가 생태체계 구성원이니 감사받아야 할 대상도 마땅히 생태체
계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사회사업가가 외부자원을 투입할수록 자생성과 거리가 멀어집니
다. 공이 도리어 사회사업가에게 집중됩니다. 사회사업가에 대한 칭찬과
감사가 넘칩니다. 당장에는 좋을지 모르나, 생태체계의 자생성이 낮아질수
록 사회사업가의 부담이 커집니다. 사회사업은 더 많은 자원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생성을 고려한다면 사회사업가는 점점 물러나야 합니다. 생태체계 구성
원이 나서야 합니다. 이로써 감사는 생태체계 구성원에게 돌아가야 합니
다. 이것이 바른 사회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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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글 : 스스로 그리했다

도덕경을 보면 최고 지도자는 그를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합니

다. 백성이 잘 알지 못하니 공이 이루어지면 백성 스스로 그리 했다고 합니
다.8)
만약 사회사업이 당사자와 사회의 관계를 기르고 권하여 공생하도록 도우
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생할 겁니다. 공생이 생활과
직업 속에서 녹아든다면 결국 공기처럼 물처럼 편만하게 흐를 겁니다. 사
람들은 사회사업의 존재도 잊을 것입니다. 어찌 그리 평안하게 되었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 스스로

자연스럽게

했다.’ 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장김치를 서비스나 후원으로 받으면 고맙긴 하지만 자존심 상하기도 합
니다. 하지만 이웃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돕고 나누도록 돕는다면
자존심 상할 일도 적을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그리 했다고
할 겁니다.
독거노인께 말벗봉사를 해 드리면 고맙긴 하지만, 어색하실 것 같습니다.
왠지 할 말도 없으니....... 하지만 이웃이 마실가도록 돕는다면 자연스러울
겁니다. 이웃은 우리 스스로 그리 했다고 할 겁니다.

8) 가장 높은 지도자는 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 가는 지도자는 가까이 여겨 받들고,
그 다음 가는 지도자는 두려워하고,
그 다음 가는 지도자는 경멸한다. ...... 중략 ......

공을 이루어 일을 마치되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스스로 했다 한다.
도덕경 17장

太上不 知有之, 其次親之譽之, 其次畏之, 其次侮之, 信不足, 有不信, 猶兮其貴言, 功成事遂, 百
姓皆謂我自然.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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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를 매일 맡으면서도 세상 가득 있어 오히려 공기의 존재를 잊듯
사회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자연스러운 공생이 확산되어도,
오히려 지역사회 스스로 그리했다고 여길 겁니다.
아자연(我自然) 즉, ‘스스로 그리 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뛰어난 상담가는 내담자 스스로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훌륭한 임금은 백성이 임금을

임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 스스로 행하도록 절제합니다.
사회사업가는 주체를 도울 뿐, 행하는 주체는 바로 당사자와 사회 구성원
입니다. 그리 할 때 최고의 사회사업가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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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나선형 순환고리와 공진화

가. 환경의 재구성9)
개체는 되먹임 과정을 통해 환경의 자극을 받고 이를 통해 환경에 알맞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환경이 개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도입니다.

그런데 환경이란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다른 개체를 포함합니다. 모든 개
체는 다른 개체와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따라서 환경을 정교하게 표현하면, 환경에는 물리적 환경인 파동 뿐 아니
라 다른 개체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환경에 다른 개체를 포함하면 개념도
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단순화했을 뿐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개념도를 다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A

B

9) 앎의나무, 움베르또 마뚜라나 프란시스코 바렐라, 갈무리, 2007 에 나오는 그림을 참조하
여 변경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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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환경에 다른 개체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경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나선형 순환고리
앞에서는 A 개체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때 A의 환경은 B와 파동입
니다. 그런데 B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A

B

B 개체를 중심으로 설정하면, 환경은 A와 파동이 됩니다. 개체 B는 자신의
환경인 A와 파동으로부터 자극을 받습니다.
결국 개체와 환경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개체가 환경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 관점이 중요
합니다.10)
다시 도식으로 돌아가서 자세하게 풀어봅니다.

10) 앎의나무, 움베르또 마뚜라나 프란시스코 바렐라, 갈무리, 2007

우리는 그림 21의 상황을 거기에 참여한 어느 한 개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양쪽 관점은 서로 대칭적일 것이다. 왼쪽 세포의 관점에서 볼 때 오른쪽 세포는 상호작용의
여러 원천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왼쪽 세포의 관점에서 볼 때 오른쪽 세
포는 관찰자인 우리가 ‘무생물적 환경’에 속한 것으로 보는 상호작용의 원천과 구별되지 않
는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자기 구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오른쪽 세포에게 왼쪽 세포는
그저 상호작용의 여러 원천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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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➀

B

➀

개체 A는 환경인 B와 파동으로부터 자극➀을 받습니다. 이로써 개체 A가
변합니다.
그런데 개체 A의 변화를 B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A

➁

B

➂

➃

B 입장에서 보면 환경 중 하나인 A가 변한 셈입니다. 따라서 환경으로서 A
는 개체 B에게 자극➁을 줍니다. 게다가 A의 변화는 파동에 자극➂을 주고,
이는 파동을 거쳐 다시 B에게 자극➃을 줍니다. 이로써 개체 B가 변합니다.
A

B

개체 B의 변화는 또다시 A 입장에서 볼 때 환경의 변화입니다. 다시 A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앞에 과정이 반복됩니다. 결국 나선형 순환고리가 만들
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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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3
A2
B2
A1
B1
A
B

다. 역동적 환경과 공진화
위의 나선형 순환고리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환경도 변합니다.
환경과 개체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환경이
되기도 하고 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환경도 개체의 자극을 받아 변합니
다.11)
사회사업에서 환경체계를 고정된 환경으로 보고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적
응한다는 관점. 따라서 당사자체계만 대상체계로 보고 변화를 유도하는 관
점. 이런 관점은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사회사업 관점이 아닙니다.12)
11) 다만 개체는 작기 때문에 변화를 관찰하기 쉬운 반면, 환경은 상대적으로 크고 느리기 때
문에 변화를 관찰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12) 사회복지방법론, 뷰려 콤프톤 버트 갈라웨이 공저, 장인협 정영순 편역, 수문사, 1986
적응은 종종 보다 적은 체계가 보다 큰 환경의 힘에 굴복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
다. 따라서 적응은 종종 굴복으로 해석되며, 일방적인 강제로서 본능적으로 거부된다. 그러
나, 굴복은 적응의 한 방법일 뿐이며, 그러할 때에조차도 그것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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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은 상호적응coadaptation을 도모합니다.

② 생태체계 단위로 돕습니다. 분리하지 않습니다.
개체와 환경 사이에는 나선형 순환고리가 작동합니다. 이로써 개체와 환경
은 상호 자극을 주며 함께 변하는데, 이를 공진화coevolution, 共進化라 합니다.13)
만약 사회사업이 공진화를 고려하지 않고 체계를 분리하면, 훗날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생태체계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원래 A는 자신의 환경B와 파동과 공진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사업이 A를 분리하면, A는 자기 환경B와 파동과 멀어집니다. 오히려 사회
사업과 상호적응 합니다. 반면 환경은 A와 더불어 사는 방법을 잊습니다.
그럴수록 A는 사회사업에 더 밀착합니다.

은 상호교류의 과정을 의미하는 능동적인 개념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것에 의하여 인간은
그들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형성하며, 그리고 역으로 그들 자신이 형성되어진다.
13) 예를 들어 사슴이 진화하면 환경도 진화합니다. 환경 중에는 치타와 같은 다른 개체도 있
고, 목초지 같은 물리적 환경도 있습니다.

먼저 개체와 개체의 공진화를 살핍니다. 사슴이 빨라지면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느린 치타가
사라집니다. 반면 살아남은 빠른 치타가 점차 번성할수록 상대적으로 느린 사슴도 사라집니
다. 살아남은 빠른 사슴이 점차 번성할수록 다시 상대적으로 느린 치타가 사라집니다. 이 과
정이 반복되면 개체와 개체 간에도 공진화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개체와 환경의 공진화를 살핍니다. 사슴이 많아지면 목초지가 줄어듭니다. 목초지
가 줄어들면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목초지가 늘어납니다.
목초지가 늘어나면 사슴의 개체수가 다시 늘어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개체와 물리적
환경 간에도 공진화가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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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B3

사회
사업
A2

A2
B2

사회
사업
A1

A1

B1

사회
사업
A
B

사회
사업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환경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환경과의 상호적응 및 공
진화를 해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당사자와 환경을 하나의 단위 즉
생태체계로 보고, 상호적응과 공진화를 강화하여 공생성을 도모합니다. 이
것이 생태체계이론에 맞는 사회사업 관점입니다. <8.8.> 참조

라. 무의미한 과거 문제 원인
현 상황을 유발한 최초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최초 자극을
문제 원인으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자극이 있고 난 후 시간이
지나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공진화를 거치며 이미 변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자극이 되는 문제 원인은 현 상황을 유발했을 뿐, 지금 구조를
유지하는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미 과거 상황에서의 원인일 뿐
입니다.
따라서 사회사업가는 과거 원인 문제를 파악하는데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
다. 과거보다 미래를 위해, ‘무엇이 원인 문제인가’ 보다 ‘앞으로 무엇을 바
꾸면 좋을지’를 궁리하는데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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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공식자연체계와 공식인공체계

가. 전통적 생태체계 구성
사회사업은 생태체계를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생태체계를 당사자체계와 환경체계로 나눕니다. 환경체계는 다시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나눕니다.
생태체계
환경체계

당사자체계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이를 도식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체계

환경체계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이를 토대로 살피면, 당사자체계는 다음 두 환경과 상호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체계 ↔ 사회적 환경환경체계
둘째, 당사자체계 ↔ 물리적 환경환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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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에 따르면, 사회사업은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과 상관합니다. 그
렇다면 각 환경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리적 환경입니다. 사회사업이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예는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및 저상
버스 도입, 이동약자를 위한 매립형 수영장,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점자도서관 등.

반면 사회적 환경은 어떨까요? 사회사업이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예는 어떤 것이 연상될까요? 주로 정치, 문화, 경제, 법률, 종교 등
각 분야와 이에 따른 제도, 정책 등을 먼저 떠올립니다.14)
물론 이 또한 당연히 사회적 환경입니다. 하지만 규모면에서는 주로 국가
사회 수준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광역사회 규모, 더 작은 지역
사회 규모, 더 작은 근린생활권 등은 쉽게 떠올리지 않습니다.
내용면에서는 각종 제도와 정책 등을 떠올리는데 비해 타인과의 관계망를
떠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환경이 실상과 달리 거시에 한정되니, 사회사업이 사회적
환경을 다루는 경우, 주로 국가사회의 제도와 정책 등으로 비약⾶躍하는 경
향이 나타납니다.15)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거시와 미시 중간에 있는 일부체
계주로 타인과 관계하는 비공식체계를 생략하거나 그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는 점입니다.

14) 실제로 저는 교육 중 수강생이 짝을 지어 빈곤은 사회 탓인지, 개인 탓인지 토론하고 발표
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사회 탓을 논증하는 경우 주로 거대 분야와 이에 따른 제
도, 정책을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15) 당사자를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국가정책까지 바꾸어야 의미가 있다, 모든 해결책은
정책이 바뀌어야 가능하다는 주장 등이 그러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
다. 하지만 당사자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것이 한 면만 본 오류이듯, 전적
으로 국가사회 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한 면만 본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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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교한 생태체계 구성
앞에서는 단순한 개념도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상호작용하는 타인을 환
경에 포함하여 재구성합니다.
당사자
체계

타인

환경체계
(사회적 체계, 물리적 체계)

이에 따라 생태체계를 재구성하면, 환경체계에 타인체계가 새롭게 들어갑
니다.
생태체계
환경체계

당사자체계
신체체계

심리체계

타인체계

사회적 체계 물리적 체계

타인체계는 이전에는 사회적 체계의 하위구성요소로 인식하여 그림에서도
생략했습니다. 반면 지금 개념도에서는 타인체계의 위상을 사회적 체계와
동급으로 올렸습니다.

이럴 경우 타인 즉 사람은 사회적 체계의 하위체계에 두어야 한다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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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 체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체
계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타인사람과 상호작용합니다. 사회적 체계가 있든 없
든 무관하게 상호작용합니다. 게다가 사람이 먼저 존재했고, 필요에 따라
법률, 문화, 제도, 조직 등 사회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체계는 사
람을 위한 기능체계입니다.16)

17)

이를 감안하면 사람은 사회적 체계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독립된
하나의 체계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교하게 환경체계를 살피면, 당사자체계는 다음 세 환경과
상호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체계 ↔ 타인 체계환경체계
둘째, 당사자체계 ↔ 사회적 체계환경체계
셋째, 당사자체계 ↔ 물리적 체계환경체계

다. 비공식자연체계
사회사업이 상관하는 환경체계 중 물리적 체계는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번에는 환경체계 중 나머지인 타인체계와 사회적 체계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타인체계입니다.
16) 앎의나무, 움베르또 마뚜라나 프란시스코 바렐라, 갈무리, 2007

유기체는 그것을 이루는 개체들의 개별적 창조성을 제한한다. 곧 개체들이 유기체를 위해 존
재한다. 인간의 사회적 체계는 구성원들의 개인적 창조성을 넓힌다. 곧 체계가 구성원들을
위해 존재한다.
17) 만약 사람이 단지 사회적 체계의 구성요소로써만 위상을 갖는다면, 국가를 위한 자원에
가깝습니다. 전체주의 사고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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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이 타인체계와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웃, 친구, 지인, 아는 형 누나 동생, 각종 자연적 모임 등입니다. 주로 비공
식체계 또는 자연체계라 불리는 관계망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비공식체계는 공식체계가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분야,
제도, 정책 등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으며
모여 살았습니다. 아마 인류가 존재한 이후부터 비공식체계를 만들어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았을 겁니다. 만약 서로 돕고 나누는 관계가 없다면 사람다
운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비공식체계는 인류 역사와 동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데 비공식체계는 필수적 환경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사회사업이 타인체계 즉 비공식자연체계를 사회적 체계 즉
공식인공체계보다 소홀히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더
오래된 체계인 비공식자연체계가 더 중요한 환경체계일 수 있습니다.

라. 공식인공체계
다음은 사회적 체계입니다.
사회사업이 사회적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요? 사회적 체계는 정치, 경제, 문화, 법률, 종교, 교통 등 분야와 이에 따른
정책과 제도, 조직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공식체계 또는 인공체계라
불리는 체계입니다.
사회적 체계는 사람들이 만들고 그 중 조직의 경우에는 사람이 구성원입니
다. 하지만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이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비공식체계와 유
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공식체계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사회적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 사람과 같은 독립된 주체가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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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모이되, 법인으로 등록하면 모임 자체가 법적으로 법인
격을 갖습니다. 사람과 동등한 독립체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습니다.18)
사회적 체계가 독립체의 성격을 가지면, 사회적 체계는 구성원의 의지와
크게 상관없이 자주성을 갖습니다. 특히 스스로 생존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는 경향이 나타납니다.19)
예를 들어 회사를 살펴보면, 회사 구성원은 사람이지만, 구성원의 뜻보다
는 회사 자체의 원리에 따라 운영됩니다. 심지어 회사 구성원 중 누구도 해
고를 원하지 않지만, 회사 유지를 위해 누군가는 해고되기도 합니다. 살아
남은 회사원도 자연인으로서는 마음 아파하지만, 회사 구성원으로서는 해
고 명령서를 해고자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20)
자칫 사회적 체계가 당사자와 멀어지면, 오직 사회적 체계가 자기 유지만
을 위한 방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체계는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인공체계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사회적 체계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사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사회사업은 사회적 체계가 당사자와 상호작용하도록 돕습
니다. 특히 사람을 위한 인공체계로서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돕습니
다.21)
18) 법인은 마치 자연인처럼 계약, 소송, 거래 당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체계에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법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19) 예를 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구성하지만, 일단 정부체계가
탄생하면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이
는 언어체계, 법체계, 문화체계, 정치체계, 방송체계, 경제체계, 교통체계 등 뿐 아니라 이에
따르는 정책, 제도, 조직 등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경향입니다.
20) 같은 사람이라 해도 사회적 체계의 구성원이냐 아니면 자연인이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집
니다.
이러한 예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자연인이면서 동시
에 입법기관입니다. 사람인 동시에 기관 즉 사회적 체계인 셈입니다. 따라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적 의견과 사회적 체계로서의 입법기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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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앎의나무, 움베르또 마뚜라나 프란시스코 바렐라, 갈무리, 2007. 226쪽, 227쪽

유기체는 그것을 이루는 개체들의 개별적 창조성을 제한한다. 곧 개체들이 유기체를 위해 존
재한다. 인간의 사회적 체계는 구성원들의 개인적 창조성을 넓힌다. 곧 체계가 구성원들을
위해 존재한다. ...중략... 이처럼 강제로 안정된 체계는 ‘사회적’ 체계의 속성을 잃는다. 이런
체계는 구성원들을 비인격화함으로써 비인간적으로 된다.(저자 주 : 인간을 사회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 또는 자원으로 삼는다.) 이런 체계는 인간의 사회적 체계보다 오히려 유
기체를 더 닮았는데,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가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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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안정상태와 항상성

가. 되먹임과 항상성
살아있는 체계는 환경의 충격을 받아도 안정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
는데, 이를 항상성homeostasis이라 합니다.22) 쉽게 풀면 자기조절self-regulation 능
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성은 신체23)에도, 자연생태계24)에도, 지구25)에도 있습니다.

22)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540쪽

외부환경이 변하더라도 생명체 등이 내부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의미한다. 항
상성은 주로 음의 되먹임에 의해서 유지된다.
23) 인간의 신체도 항상성이 있습니다.

신체의 항상성은 어떤 특정 내장기관에 의한 특성이 아닙니다. 모든 내장기관 즉 체온, 근육,
땀샘 등의 되먹임 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체계 단위의 특성입니다.
지구는 자기조절 능력 가진 생명체, 김보일, 중앙일보 2007.01.23 15:57
찬물을 들이켰다고 사람의 체온이 급히 내려가지는 않으며, 온탕에 들어갔다고 체온이 급히
오르는 것도 아니다. 인체는 36.5℃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이것이 생물체가 생리 조건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 즉 항상성이다. 항상성은 생명체를 무생물체와 구별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24) 자연생태계도 항상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목초지가 늘어나면 초식동물이 늘어납니
다. 초식동물이 늘어나면 육식동물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초식동물이 늘어나니 목초지가 줄
어들고, 동시에 늘어난 육식동물로 인해 초식동물이 줄어듭니다. 초식동물이 줄어든 만큼 육
식동물도 다시 줄어들고 목초지는 다시 늘어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생태계는 스스로를
안정적으로 조절합니다.

생태계의 항상성은 어떤 특정 생물에 의한 특성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연결된 목초지, 초식
동물, 육식동물의 되먹임 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생태계 단위의 특성입니다.
25) 지구도 항상성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과도하여 지구가 따뜻해지면, 이산화탄소를
소비하는 생물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줄어 지구가 차가워지면 이산화탄소를
소비하는 생물도 줄어듭니다. 심지어 인간이 지구에 악영향을 끼쳐도 지구는 어느 정도까지
는 항상성을 발휘합니다. 다만, 자기조절의 임계점이 있다는 뜻이지 무한정 악영향을 끼쳐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구의 항상성도 어떤 구성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특성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연결된 대기,
생물, 인간 등 되먹임 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지구 체계 단위의 특성입니다.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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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체계의 항상성
개인의 생태체계도 항상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관계
맺고 지내는 관계망을 통해 소식이 전해지고 이로써 서로 돕고 나눕니다.
이로써 개인이 안정상태를 회복하곤 합니다.
가족도 항상성이 있습니다. 평상시 가족 관계가 좋지 않았더라도 가족에
위협이 발생하면 가족 구성원이 이전과는 다른 관계와 상호작용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26)
집단에도 항상성이 있습니다. 사회 단체 및 모임에 위협이 가해지면 구성
원이 단합하여 외부 위협에 대항합니다.27)
국가사회 또한 항상성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협하는 사건, 사고, 비리, 전쟁
등이 위협이 가해지면 국가는 사법, 행정, 도덕, 종교, 교육, 국방 등의 기능
을 재정비하여 안정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28)
이처럼 개인에서 국가까지 외부 위협이 발생하면 자기조절을 통해 안정상
태를 회복 유지하는데 이것이 항상성입니다.

가이아 이론의 핵심은, 지구는 단순한 평형상태가 아니라 이러한 항상성을 위해 수많은 되먹
임 고리가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작용들은 서로가 되먹임 고리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
어 자기조절 능력을 보인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온실효과로 지구에 축적되는 열이 증가
한다면 이산화탄소를 소모하는 생물들이 늘어나서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고, 반대
로 이산화탄소가 감소하여 기온이 떨어지면 이를 소모하는 생물이 줄면서 다시 농도가 올라
간다는 원리이다.
26) 가족을 위협하는 사망, 실직, 입원 등의 우환이 생기면 협력하여 우환을 이겨내곤 합니다.
27) 예를 들어 단체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이를 구성원에게 알려 당면한 문제를 해결
할 뿐 아니라 이후 예방책으로 정관 및 규칙 등을 개정하여 집단을 안정상태로 유지하려 합니
다.
28) 예를 들어 20세기 초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자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켜 시장경제와
사회통합을 이루려했는데, 이 또한 위협에 대한 국가의 항상성입니다.

간혹 고의적으로 다른 국가의 위협을 강조 또는 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가의 항상성을
이용하여 국가 결속력을 높이려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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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상성을 강화하는 사회사업
평상시에는 당사자, 가족, 집단,

사회 등은 항상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지역

충격을 흡수하며 안정상태를 지속합니다. 하지만 임계점 이상으로 충격이
발생하면 안정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해체됩니다.
이처럼 임계점 이상의 충격으로 인해
개인생태체계이 항상성을 잃고 해체될 때,
가족생태체계이 항상성을 잃고 해체될 때,
모임생태체계이 항상성을 잃고 해체될 때,
마을 동네생태체계가 항상성을 잃고 해체될 때,
지역사회생태체계가 항상성을 잃고 해체될 때
사회사업은 생태체계가 공생성을 복원하도록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사업은 평상시에도 생태체계가 안정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임계점을 높여 항상성을 강화하면 생태체계는 웬만한 충격에도
해체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생태체계의 항상성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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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보수 편향의 사회사업 한계

항상성에 따르면 안정상태가 기본이요, 불안정상태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안정상태는 추구할 바요, 불안정상태는 피할 바입니다. 불안정상태
를 유발하는 요인 또한 피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전을 중시하고, 변화를 경시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해체는
위협으로 볼 뿐 기회로 보지 않습니다. 위협을 유발하는 충격도 오직 문제
로만 인식하고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이런 인식은 보수 편향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상위체계의 변화보다 기존
질서에 구성원이 적응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는 사회환경의 변화보다는 당
사자가 사회환경에 일방적응하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이런 한계에 따라 사회사업 또한 사회보다는 구성원만 변화시켜 기존 질서
에 적응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대 도전 응전 갱신하며 발전합니다. 기존 질서에 반대하
여 합의를 이루며 성장합니다. 문제를 통해 성찰하며 성숙합니다. 젊어 고
생은 사서도 한다며 스스로를 변화의 자리로 던지라고 합니다. 문제가 꼭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없는 사람과 사회가 어디 있으며, 문제없
는 삶과 사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까지 합니다.
생태체계이론으로만 보더라도 충격이 없으면 체계는 오로지 이전과 똑같
이 자기생성 합니다. 적응할 이유가 없으니 변화가 없습니다. 이를 두고 살
아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사회사업이 1980년대 생태체계이론에 머물러 있는 동안, 생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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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론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반면 사회사업은 이들과 공진화하는데
실패하여 여전히 과거의 생태학과 체계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태학과 시
스템이론은 앞에서 제기한 비판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생태학과 시스템이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피고, 사회사
업은 이를 접목하여 보수 편향 등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 살피
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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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부 창발과 주기성

한국사회사업 변천

생태체계이론 태동

응급구호 자선사업
사회정책, 행정 포괄
사회사업 모호

공유영역
관계와 상호작용
공생
사회사업 정체성

시스템이론
생태학
사회사업
통합방법론

시스템사고

체계 기본개념

인과구조
양(강화) 되먹임
동귀결성 다중귀결성
정책지렛대 강점

개방체계 자주성
엔트로피
자생성 강점

네트워크
위상구조
작은세상 네트워크
약한연결 강한연결
다수, 다종, 조밀
커넥터와 임계점

생태체계

공진화 자기조절

창발 주기성
자기조직화 창발
요동에 따른 창발
회복탄력성 파나키
혼돈의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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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먹임 자기조절
진화 안정성 자생성
순치체계
상호적응 공진화

6.1. 창발 : 생태체계를 대상으로 삼는 이유

가. 창발의 단초
창발emergence의 단초는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상가들은 하위체계구성요소에서는 관찰할 수 없지만, 상위체계에서만
돌연히 나타나는 특성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탄소, 수소, 산소 원자는 단맛이 없는데, 이들로 구성된 상위체
계인 설탕에는 단맛이 돌연히 나타난 셈입니다.1)
이처럼 낮은 수준에서는 관찰할 수 없지만, 이들로 구성된 높은 수준에서
는 돌연히 나타나는 특성을 가리켜, 1920년대 초 철학자 브로드C. D. Broad는
‘창발적 특성’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나. 생태체계 공생의 창발

1) 창발은 구성방식에 따라 결합방식과 내생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결합방식이란 체계와 체계를 결합하여 새로운 상위체계를 만들어 창발 하는 방식입니
다. 예를 들면 양복 입은 개별 도시남자는 예의 바른 신사입니다. 하지만 도시남자들에게 군
복을 입히고 예비군으로 모아놓으면 천하 한량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는 개별로는 볼
수 없었던 특성이 집단을 이루면서 창발 한 것입니다.
내생방식은 체계 내부에서 구조를 재조합함으로써 창발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직원 간
신뢰가 없던 조직이 워크숍을 통해 새롭게 신뢰를 형성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조직으로 거
듭나는 경우입니다. 이는 기존 조직의 구성원 바꾸지 않은 채 구조 즉 관계와 상호작용을 재
구성하여 창발 한 것입니다.
결국 창발이란 일정한 조건하에서 체계 내부의 작용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체계 외
부의 작용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상대적 개념입니다. 경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생방식으로도, 결합방식으
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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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사회로 구성된 생태체계 또한 공생을 창발 합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현대 사회를 보면 공생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성원을 보아도 평상시 인사만 하거나 인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공생을 이루기란 더욱 요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주의가 강한 현대 사회도 공생이 창발 합니다.
2001년 9․11 테러는 미국 사회가 겪지 못했던 새롭고 큰 충격이었습니다.2)
급격히 혼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있던 수천 명은 아무런 통제 없이
도 두 줄로 계단을 내려와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서로 피하려고 이기적
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평상시 예측과는 전혀 달랐습니다.3)
게다가 도우려는 사람들이 현장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점점 커졌
습니다. 수만 명의 전문가들과 그저 무엇이든 돕기 위해 찾아온 무수한 사
람들까지 합세했습니다.4)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공생이 창발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생이 창발 했습니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
자 대략 100만 명이 태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조정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달려가 손수 기름때를 제거했습니다.5)
2) 당시 공격은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을 받은 거의 최초의 경우였습니다.
3) [인문사회]재난지옥… 인간세상 재앙 우려했지만, 유토피아… 더 강해진 시민사회 왔었
다, 동아일보, 2012년 9월 15일 기사
2001년 9·11테러 당시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있던 수천 명은 아무런 통제 없이도 두 줄로
서서 계단을 내려오며 침착하게 대피했다.
4) 이 폐허를 응시하라, 레베카 솔닛, 펜타그램, 2012, 296쪽

수백만 명이 스스로 안전하게 대피했다. 그러는 동시에 현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그 날 그 주를 거치면서 점점 더 커졌다. 의료요원들에서 철공소 직원에 이르기까
지 수만 명의 전문가들과 그저 무엇이든 돕기 위해 찾아온 무수한 사람들까지 합세했다. 많
은 이들이 현장에 머물며 흉물스러운 잡석 더미를 해체하고 사망자를 수색하거나, 그런 작업
을 하는 사람들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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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1년 일본 지진과 해일 피해로 핵발전소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쿄의 전철과 지하철이 모두 멈추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는 ‘집에
못 가신 분들, 잘 곳 없는 분들,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는 글이 대대적으로
올라왔습니다.7)
이들 사례는 협력과 공생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혼돈을 거치며 사회 단위로
창발한 경우입니다. 이런 현상을 찰스 프리츠Charles Fritz는 집결현상convergence
이라 명명합니다.8)

5) http://ko.wikipedia.org/wiki/삼성1호-허베이_스피릿_호_원유_유출_사고
6) 태안 주민 "여수 기름피해 주민 다시 일어서기를", 연합뉴스 기사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2/07/0701000000AKR2014020711290
0054.HTML
7) 재난에서 진정한 '유토피아'를 이끌어 내자!,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프레시안,
2012년 10월 5일 기사

올해 2월 '수유너머 n'에서 개최한 국제 워크숍에 참가했던 한 일본 친구는, 레베카 솔닛의 이
책을 언급하면서 작년 3월 11일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로 도시 기능이 마비된 메트로폴리스
도쿄에서 '지옥 속의 낙원'을 체험했음을 증언해 주었다. 핵발전소 사고로 정전이 돼 지하철
이나 전철이 올스톱 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집에 못 가신
분들, 잘 곳 없는 분들,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들이 대대적으로 올라오기 시
작했다고 한다.
8) 이 폐허를 응시하라, 레베카 솔닛, 펜타그램, 2012, 296~297쪽에서 재인용
Charles Fritz and Harry B. Williams, "The Human being in Disasters: A Research
Perspectiv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1957)
“대체로 재난 지역을 향한 움직임은 파괴 현장으로부터의 도피나 대피보다 양적으로나 질적
으로 더 의미심장하다. 대개의 경우, 국내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몇 분 안에 수천 명이 재난 지
역과 응급 처치소, 병원, 구호센터와 교류센터에 모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곧이어 부탁하지
도 않은 장비와 의류, 식품, 침구 같은 물품들이 재난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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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태체계를 대상으로 삼는 이유 : 창발
창발은 구성원의 개별 특성과 상관없이 공생을 발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
다.
창발 개념 이전에는 착한 사람이 모여야 착한 집단이 되고, 착한 집단이 모
여야 착한 사회가 된다는 관점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사회사업은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공생을 실천할 만한 심성을 가졌는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창발 개념을 이해할수록 관점이 바뀝니다. 반드시 구성원이 착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발은 구성원의 특성과 달리 돌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발을 이해하면 사회사업 대상은 개인에서 생태체계 자체로 이동합니다.
생태체계의 관계와 상호작용은 어떠한지, 에너지 흐름은 어떠한지 등에 초
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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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자기조직화

가. 자기조직화의 단초
1901년 프랑스 물리학자 앙리 베나르Henri Benard는 온도가 낮은 물은 움직이
지 않고, 온도가 높은 물은 움직인다는 단순한 사실에 착안해 물이 움직이
는 순간을 살핍니다.
베나르는 납작한 팬에 물을 넣고 천천히 열을 가하는 도중 어느 순간 이전
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합니다. 열만 가했을 뿐인데, 아무런
형태가 없던 물에서 육각형 대열의 패턴이 스스로 나타났습니다.9)

10)

9)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1901년에 당시 27살이었던 프랑스의 앙리 베나르는 화덕의 온도가 충분히 낮으면 액체가 움
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놀라운 결론을 이끌어냈다. 만약 온도가 높을 때는 액체가 운동을
하고 낮을 때는 그렇지 않다면, 운동이 처음 시작되는 결정적인 온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
이었다. 프랑스 대학에 재학중이던 베나르는 이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기로 했
다.
...... 중략 ......
마침내 뭔가 변화가 있었다. 액체는 갑자기, 그리고 느닷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거의 완
벽에 가까운 육각형 대열의 장관을 이뤄냈다. 불의 온도를 줄이면 패턴이 사라졌고, 다시 높
이면 패턴도 돌아왔다.
...... 중략 ......
어떻게 된 일인지, 물은 마치 각 부분이 다른 부분의 움직임을 알고 그것에 맞춰 반응하기라
도 하듯이 이런 놀라운 패턴을 저절로 조직해내고 있었다.
10) permaculture reflections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발췌

177

이것이 과학계에서는 유명한,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와 창발의 고전적 예
로 간주되는 ‘베나르 대류현상’ 또는 베나르 불안정성Be'nard instability입니다.

나. 자기조직화와 창발의 등장
1901년 베나르 불안정성이 알려졌으나, 이후 수십 년 동안 자기조직화라
는 용어와 개념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60년대 러시
아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프리고진Ilya Prigogine이 베나르
불안정성을 분석합니다. 1967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 심포지엄에서 프
리고진은 소산구조dissipative structure, 消散構造에 따른 자기조직화 개념을 발표합니
다.11) 이후 1971년 동료 연구자인 글랜스도르프Paul Glansdorff와 함께 완전한
이론으로 공식 출간합니다.12) 이로써 창발의 핵심 개념인 자기조직화가
정립됩니다.
이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방체계의 경우 외체계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즉 엔트로피를 외체계로 내보내면 체
계는 스스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새로운 질서를 세웁니다. 즉 창발합니
다. 이런 의미에서 프리고진은 이를 ‘소산구조에 따른 자기조직화’라 합니
다.13)
http://www.permaculturereflections.com/2012/08/patterns-in-nature-primer.html
11) 생명의그물, 프리초프 카프라, 범양사출판부, 2004

프리고진은 살아 있는 시스템들을 연구하지 않고, ‘베나르 불안정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보
다 단순한 열 대류 현상에 관심을 돌렸다.
12) 생명의그물, 프리초프 카프라, 범양사출판부, 2004
1967년에 프리조긴은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 심포지엄의 한 강연에서 최초로 자신의 ‘흩어
지는 구조dissipative structure'라는 개념을 제기했다. 그리고 4년 후에 동료 연구자인 글랜스도르
프Paul Glansdorff와 함께 완전한 이론을 공식적으로 출간했다.
13) 생명의그물, 프리초프 카프라, 범양사출판부, 2004

프리고진의 이론에 따르면, 흩어지는 구조는 평형상태와 거리가 먼 안정된 상태에서 스스로
를 유지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진화할 수도 있다.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이 증가하면, 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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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고진 발표 이후 1970년과 1980년대, 다양한 영역의 체계 연구자들이
자기조직화 모형을 개량하고 정교화 합니다.

14) 15)

이런 과정을 거치며 자기조직화와 창발은 이제 체계를 연구하는데 있어 핵
심 개념으로 자리합니다.16)

다. 자기조직화와 창발의 의의
자기조직화와 창발이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1970년대 이전까지는 체계를 연구할 때 주로 안정성에 초점을 두었습니
다. 체계는 기본적으로 안정상태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는 새로운 불안정성을 거치면서 스스로를 복잡성이 증가된 새로운 구조로 변환시킬 수도 있
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한 프리고진의 상세한 분석은 흩어지는 구조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
지만 불안정성과 새로운 조직형태로의 도약은 양의 피드백 루프에 의해 증폭된 요동
fluctuation의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사이버네틱스에서 항상 파괴적인 것으로 간주
되어 온, 증폭적인 ‘폭주; 피드백이 흩어지는 구조 이론에서는 복잡성과 질서의 새로운 근원
으로 등장한 것이다.
14) 생명의그물, 프리초프 카프라, 범양사출판부, 2004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 초기 모형의 핵심개념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많은 시스템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조직화 현상들을 탐구했던 여러 나라의 연구자
들 - 벨기에의 프리고진, 독일의 하켄과 아이겐, 영국의 러브록, 미국의 마굴리스, 칠레의 마
투라나와 바렐라-에 의해 개량되고 정교화되었다.
15) 자기조직화 현상들을 탐구했던 여러 나라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흔히 시너지라 불리는 시너제틱스synergetics를 연구한 독일의 하켄Hermann Haken과 아이겐
Manfred Eigen, 공생을 연구한 마굴리스Lynn Margulis, 지구의 항상성에 관한 가이아 이론Gaia 理論
을 연구한 영국의 러브록James Lovelock, 자생 구조접속 공진화 등을 연구한 칠레의 마뚜라나
Humberto R. Maturana와 바렐라Francisco J. Varela입니다.
16) 조직화는 자기조직화와 타자조직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발 과정이 체계 내부에서 이
루어지는 조직화를 자기조직화라 합니다. 반면 체계 외부의 간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
화를 타자조직화라 합니다. 다만 이 또한 상대적 개념입니다. 경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자기조직화로도, 타자조직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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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변화라는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체계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
부 구조를 바꾸고 적응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당시 자기생성에 따른 자기조
절능력, 외부충격, 소극적 적응 등을 강조한 이유가 이러합니다.17) 모두 안
정을 체계의 기본 속성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조직화와 창발이 소개되면서 기본 전제가 흔들렸습니다. 결국
체계의 기본 속성을 안정에서 역동으로 바꿉니다. 외부 충격에 대한 체계
변화를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역동으로 바꿉니다. 변화의 정도도 점진적
변경에서 단절적 변화로 바꿉니다. 이처럼 관점이 바뀌니, 회복탄력성, 자
기조직화, 창발, 주기성 등이 중요해졌습니다.18) <8.8.> 참조

라. 자기조직화와 창발의 접목을 위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며 자기조직화와 창발이 정립되자, 시스템이
론도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체계를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지
식이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자기조직화와 창발로 대표되는 1970년대 이후 생태학과 시
스템이론 특히 복잡적응계을 소개하고, 이를 사회사업 생태체계이론에 접목하겠
습니다.

17) 이전에는 시스템사고도 조절 기능을 가진 음의 되먹임을 강조했습니다.
18) 이제는 시스템사고도 급격한 변화 기능을 가진 양의 되먹임에 주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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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요동에 따른 체계 주기성

창발은 충격을 계기로 돌연히 나타나는데, 내부충격은 요동fluctuation이며, 외
부충격은 섭동perturbation이라 합니다.19)
이번에는 먼저 요동을 계기로 체계가 창발 하는 경우를 살핍니다.

가. 공진화의 결과
① 체계 구성
한 집단생태체계을 만든다고 가정합니다. 처음에는 구성원이 서로 유사성을
찾습니다. 구성원 간 차이에 의한 원심력은 거의 없고, 집단을 잘 안착시키
려는 구심력이 큽니다.

② 분화 초기
구성원 각자는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각자 접하는 환경이 미세하게 다릅
니다. 구성원이 각자 환경과 공진화하므로, 구성원 간 차이도 조금씩 나타
납니다. 소수가 하위 집단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를 '분화'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분화 초기 단계이므로 구성원 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동
질성을 바탕으로 집단을 유지하는 질서규칙, 약속 등를 만듭니다. 여전히 원심력
보다 구심력이 강합니다.

③ 분화성숙
각자 공진화하면서 구성원 간 차이가 더욱 커집니다. 질서에 부합하는 중
19) 이 또한 상대적 개념입니다. 외부충격이라도 체계의 범위를 넓히면 내부충격이 되고, 내
부충격이라도 체계의 범위를 좁히면 외부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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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 다른 의견을 가진 주변부가 명확해집니다.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
다. 이전에 비하여 원심력이 커집니다.
다만, 집단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구심력이 여전히 강하므로 주변부가 집단
자체에 큰 위협을 주지 않습니다.

④ 과도한 분화
중심부는 여전히 기존 집단 질서에 순응하지만, 너무 많이 분화하면n차 분화하
, 주변부는 다양성을 넘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기존 질서로는

면

전체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집단이 수용할 수 있는 복잡 수준을 넘어
섭니다.20) 집단이 '혼돈'으로 진입합니다.

n차 분화
..
.
2차 분화
1차 분화

21)

체계 구성

분화초기

분화성숙

혼돈

⑤ 새로운 질서 또는 완전히 해체

20) 이는 체계 내부 구성 요소의 복잡성에 의하여 유발되는 변화이므로 요동에 해당됩니다.
21)위 도식은 기독교 역사 계통도입니다. 초대교회로 시작한 기독교 체계는 위와 같이 분화
하였습니다. 1차 분화는 동서교회 분열, 2차 분화는 16세기 종교개혁운동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기독교의_역사 에서 발췌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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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혼돈으로 진입하면, 두 가지 경로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못하는 경로입니다. 무더기로 모여 있기
는 하지만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못한 채 해체 상태로 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부를 대안 삼아 ‘새로운 질서’를 재조직하는 즉 창발 하는 경로입
니다. 성공하면 집단은 다시 새로운 질서를 바탕으로 ‘① 체계 구성’으로 이
어집니다.22)

나. 생태체계 주기성과 사회사업
완전히 해체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생태체계는 일정한 주기를 거치며 자기
조직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체계 구성 → 분화초기 → 분화성숙 → 혼돈
→ 새로운 생태체계 구성

or 해체

→ 분화초기 → 분화성숙 → 혼돈 → ...23)

그동안 사회사업은 단선적 관점에 익숙했습니다. 끝에 해당하는 혼돈 또는
해체는 나쁘게 보고, 반면 성장과 활성화는 좋게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생태체계를 안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22) 시스템학, 박창근, 범양사출판부, 1997

프리고진의 소산 구조 이론은 어떤 의미에서 이 간격을 메웠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평형에
서 멀리 떨어진 개방 시스템은 그것이 물리 시스템․ 화학 시스템이든지 생물 시스템․사회 문
화 시스템이든지, 환경과의 물질․에너지 교환을 통해 비정상적 요동의 작용 하에 질서 있는
안정된 동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구조는 요동에 의한 불안정을 거쳐 또다
시 새로운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시스템 진화과정이다.
23) 체계는 위와 같이 주기성을 갖는데, 시스템학에서는 각 단계를 다음과 같이 명명합니다.

시스템학, 박창근, 범양사출판부, 1997
평형구조 → 준평형구조 → 활성구조 → 혼돈구조
→ 평형구조 or 해체 → 준평형구조 → 활성구조 → 혼돈구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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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태체계 또한 주기성을 갖습니다. 이제 사회사업도 생태체계의 주
기성을 고려합니다.24)
혼돈과 해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생태체계가 달라지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스스로 새로워지려면, 반드시 혼돈을 거치고 해체되어야 합니
다.25) 성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오히려 혼돈과 해체를 생태체계가 새롭
게 재조직할 기회로 봅니다.
핵심은 혼돈과 해체를 거쳐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느냐 입니다. 재조직
하면 새로운 질서를 갖습니다. 하지만 재조직하지 못하면 그냥 해체 상태
로 남을 뿐입니다. <6.10.> 참조

창발
평형→준평형→활성→혼
복잡성 돈증가 과정
창발
평형→준평형→활성→혼
복잡성 돈증가 과정
창발
평형→준평형→활성→혼
복잡성 돈증가 과정
24) 시스템학, 박창근, 범양사출판부, 1997

많은 복잡한 시스템에 적용되는 시스템 진화 주기율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전이되지 않는 객
관적 법칙이다. 인간은 그것을 제거할 수도 초월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관리 전략
을 세우기 위해서는 마땅히 시스템 진화론의 기본 원리에 근거하여 시스템 진화의 방향성 뿐
만 아니라 시스템 진화의 주기성을 고려해야 한다.
25) 시스템학, 박창근, 범양사출판부, 1997

한 시스템 레벨에서 다음 시스템 레벨로의 전환은 반드시 혼돈 구조를 거쳐 실현된다. 혼돈
구조는 낡은 레벨을 종결하고 새로운 레벨을 맞이하는 혁명적 전환단계다. 예를 들면 사회
시스템 진화에서 혼돈단계는 사회의 전면위기와 혁명적 전환 시기인 것이다.
하나의 시스템 진화 단계로서의 평형 구조는 기존의 시스템레벨이 파괴된 상황에서 새로운
시스템 레벨을 창출․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다. 이 단계의 구조는 그 후의 시스템 진화단
계에 기본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측면에서 그 후의 시스템 진화과정을 제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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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점과 약점의 양면성
생태체계가 역동적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해체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
니다. 성장이 무조건 좋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나쁘
기만 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존 질서에는 유익한 것도, 창발 이후 새로운 질서 하에서는 오히려 무익
하거나 유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강점과 약점은 그 자체로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 놓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이고 양면적 개념
입니다.
강점과 약점이 약면성을 갖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사회사업가는 약점 속에
서 엎드려있는 강점을 찾습니다. 위기 속에서 싹 트는 기회를 찾습니다. 이
는 사회사업가가 기억해야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라. 현상 유지의 역설
흔히 사회사업을 통해 상황이 안정되면, 유지는 기본이요, 이제는 더 낫게
만들어야 발전한다고 믿기 쉽습니다. 개인생태체계도 그렇고, 가족생태체계도 그
렇고, 돕고 나누는 지역사회생태체계도 그렇고, 약자 친화적인 사회정책생태체계
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태체계의 주기성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생태체계가
성장을 넘어 혼돈에 가까워지면, 현상유지만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
합니다. 그런데 현상 유지를 넘어 더 낫게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합니다.
생태체계의 주기성을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위적으로 성장하기보
다 혼돈과 해체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조직하는 것이 더 순리일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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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섭동과 회복탄력성

가. 적응순환주기와 회복탄력성
생태학자 홀링은 1973년 레질리언스resilience 즉 복원성, 탄력성, 회복탄력성
등으로 부르는 개념을 발표합니다. 사회사업에서도 최근 들어 널리 사용하
는 용어입니다.
홀링에 따르면 생태체계는 적응순환주기Adaptive cycle를 가지는데, 다음 그림
과 같습니다.26)

26) 생태경제학 산책 : 방법론, 비전, 지속가능성, 조영탁(한밭대학교), 한국사회경제학회 학
술대회, 2003

생태경제학에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정의하는 관점 중의 하나가 바로 홀링(Holling)의
복원성(resilience) 개념이다(Holling, 1986, 2000, 2001). 복원성이란 생태계가 어떤 교란 요
인에 의해 임계치를 넘어서 전혀 다른 균형상태로 넘어가는 급격한 변동(flip : 극적인 비가역
적 변화) 없이 자기조직화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생태계의 적응적 순환
(adaptive cycle)과 연관하여 설명하면, 생태계의 천이는 <그림3-a>에서와 같이 r(이용/성
장 : exploitation) - K(보존/축적 : conservation) - Ω(창조적 파괴/이완 : release) - ⍺(재조
직화 : reorganization) 라는 4단계로 구성된다. 앞의 두 단계는 전통적인 생태학에서 말하는
생태계의 천이(클레멘츠의 천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생물종이 중심 역할을 하여 주변
자원을 이용 흡수하면서 여타 요소들 간의 연관성을 높여가는 과정이다(구성요소들 간의
연관성이 높아지면서 축적이 이루어지는 과정 : r - K에 의한 전면 순환). 이것이 더욱 진행되
면 시스템 자체에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기회가 축소되어 경직성이 높아지는데, 이 때 외부
의 충격이나 예상치 못한 충격에 의해 기존의 연관성이 급격히 해체되면서 구성요소간의 이
완이 발생한다(창조적 파괴).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새로운 기회와 모색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조직화가 다양하게 추구된다(구성요소간의 연관성이 낮아지면서 축적이 파괴되고 그 가운
데서 새로운 조직화와 혁신이 모색되는 시기 : Ω - ⍺에 의한 후면 순환). 전면순환이 점진적
이면서 예측가능성이 높고 생산과 축적이 극대화되는 성장과 안정의 구간이라면, 후면 순환
은 급작스럽고 예측불가능하며 혁신과 재조합이 극대화되는 변화와 다양성의 구간이다.
홀링의 지속가능성에서 중요한 것은 전면순환보다 후면순환에 있다. 이를 생태학에서 말하
는 생물종 다양성의 관점에 설명하면, 우선 전면 순환에서는 이른바 핵심종(keystone
species)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생태계를 조직해 나간다. 하지만 그것이 K구간에 이르러 성숙
단계에 이르면 외부충격에 의해 쉽게 붕괴되어 와해되는데, 이 때 생태계가 지속가능한 순환
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물종 다양성이 필수적이다. 즉, 전면 순환과정에서는 핵심종이 중요
한 역할을 하고 비핵심종(주변종)은 조직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변화되지만,
후면 순환에서 다시 전면 순환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비핵심종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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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r성장exploitation ➝ k보존conservation ➝ Ω해체/이완release ➝ α재조직reorganization
Y축 : 가능성, 잠재성potential / X축 : 결합성connectedness

① 성장 r → 보존 K
생태체계가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뉩니
다. 섭동외부 충격이 있어도 중심부에 주변부가 결합하면서28) 완충합니다.
결국 극상안정상태에 도달합니다. 개체끼리 높은 밀도로 연결되면서 체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중심부는 매우 안정됩니다.

② 보존 K → 이완 Ω
체계가 높은 밀도로 연결될수록 안정적이지만 동시에 경직성이 높아집니
다. 이를 경직성 함정rigidity trap이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섭동이 발생하면
생태체계 특히 중심부가 경직되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충격으로 인
다. 뿐만 아니라 과거 주변종이 기존의 핵심종의 역할을 대신하여 새로운 핵심종으로 되어 새
로운 순환을 이끌기도 한다.
27)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016328710001059
28) 서로 다른 것이 결합하면, 그로써 창의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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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생태체계 구성요소가 느슨해집니다. 즉 이완 됩니다.

③ 이완 Ω → 재조직⍺
구성 요소가 느슨해질수록 주변부가

비록 에너지는 빈약하지만

새롭게 조명 받습니

다. 재조직의 잠재성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외부 충격에 적합한 주변부
가 새로운 질서로 부상합니다.29)

④ 재조직 ⍺ → 성장 r
주변부가 중심부로 등장합니다. 새로운 질서가 부상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면 새로운 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지 못합니다. 이를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이라 합니다.
주변부는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지만, 이를 체계 전반으로 확산시킬 에너지
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질서에 충분한 에너지만 공급된다면, 비로
소 재조직에 성공합니다. 이후 다시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⑤ 재조직 ⍺ → 이탈30) X
반면, 경직성 함정에 빠져 중심부를 대체할 주변부가 없으면 새로운 질서
를 만들 수 없습니다. 또 , 빈곤의 함정에 빠져 새로운 질서를확산시킬 수
없어도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복탄력성을 잃고 순환
주기에서 이탈하여 X의 경로로 빠집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9) 이는 체계 외부 충격에 의하여 유발되는 변화이므로 섭동에 해당됩니다.
30) X를 조작적으로 ‘이탈’로 번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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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홀링 이전에는 생태체계를 ‘성장 r → 보존 K ’ 과 같이 단선적, 단절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반면 홀링은 기존의 것이 적응순환주기 중 전면순환front loop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후면순환back loop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후
면순환은 ‘이완 Ω → 재조직화⍺ → 성장 r’입니다.
홀링은 전면순환에 후면순환을 더하여 적응주기를 완성합니다. 이것이 바
로 이완 후에도 재조직하여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는 특성인 레질리언스
resilience

즉 회복탄력성입니다.32)

상시적 변화
31) Panarchy: Understanding Transformations in Human and Natural Systems, Lance
H.Gunderson,
C.S.Holling,
Island
Press,
2002
를
http://www.ecologyandsociety.org/vol15/iss2/art9 에서 편집 인용. 참고하여 재인용
및 편집
32) 적응형 거버넌스(adaptive governance) 형성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농업행정과 지방
행정의 결합, 김윤성, 상명대, 2009
Holling에 따르면 복원능력은 체계의 안정성(stability)과는 다른데, 안정성이 체계가 자신
이 갖고 있는 균형(equilibrium)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복원능력은 비선형인 생태체
계가 균형점을 갖지 못할 수도 있으며 복수의 균형점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교란 이후에 새로
도달하는 균형점은 본래의 자리가 아닌 새로운 곳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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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을 고려한다면, 당사자체계도 생태체계도 언제나 변합니다. 변
하는 것이 정상이자 일상이요, 변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자 예외입니다.
사회사업 하다보면 상황이 바뀌어 예측하지 못한 일에 직면합니다. 이는
생태체계가 상시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
습니다.
따라서 사회사업가는 결정론으로 생각하기보다 확률론으로 생각합니다.
안정 중심보다 변화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목표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
니라, 생태체계와 계속 명료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사회사업가
가 기억해야할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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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생애단계별 과업과 사회사업

가. 생태체계 생애단계와 순환주기
생태체계는 생애단계에 따른 과업에 직면합니다.
개인은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의 생애단
계를 거치며 발달 과업에 직면합니다. 가족은 결혼, 임신, 출산과 양육, 자
녀교육, 자녀의 독립, 노후생활 등의 생애단계별 과업에 직면합니다.33) 사
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체계는 생애단계별 과업에 적합하도록 스스로를 새롭게 조직하여 대
응합니다. 개인34)도, 가족35)도, 사회36)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적응순환주기 그림으로 살펴보면, 생태체계는 생애단계별 과업에 따
라 적응순환주기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셈입니다.

33) 다음 백과사전 : 가족생활 주기 단계에서 발췌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15649
34)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주로 같은 반 내에서 친구망생태체계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상급 학년
으로 올라가면 학급 구성원이 재편성됩니다. 새로운 학년, 반으로 활동하기에는 기존 친구망
생태체계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반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면 기존 친구망생태체계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지거나 해체됩니다.
새로운 학년, 반에 적응하기 위해 현재 반을 중심으로 새롭게 친구망생태체계을 구성합니다.
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직장에 취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신이 처한
생애단계별 과업에 적합한 생태체계를 구성합니다.
35) 가족 생태체계 특히 부모의 생태체계는 출산 전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자녀가 어릴수
록 지역사회 내 놀이터, 유치원, 학원, 학교 등을 이용하며 친구를 사귀는데, 이럴 경우 부모는
주로 지역사회 내에서 새로운 이웃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36) 사회 생태체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짧게는 홍수나 가뭄 같은 재해 또는 일시적 외세 침
탈 등과 같은 충격이 있어도, 지역사회는 생태체계를 새롭게 조직하여 대응했습니다.

길게는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치는 국가 생애단계마다 적합한 생태체계를 조직하여 대응했
습니다.
이로써 사회는 짧게는 몇 백 년, 길게는 몇 천 년에 이르도록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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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사업이 규정하는 사안과 처방
생태체계가 생애단계별 과업에 재조직으로 대응하지만, 항상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경직성 함정rigidity trap이 너무 심하여 대체할 새로운 주변부질서를
찾지 못하거나,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져 새로운 질서를 안착시키는데
실패하면 아래 그림 중 X의 경로를 따라 순환주기에서 이탈합니다.

37)

개인 생태체계도 때론 이탈합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적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면서 이전과는 달리 적응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생태체계 순환주기로 해석하면 재조직에 실패
하여 이탈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생태체계도 때론 이탈합니다. 자녀 독립에 따라 노후에 적합한 근린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관계 맺기에 실패하여 빈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
을 심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재조직에 실패하여 이탈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생태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20세기 들어 산업화를 거치
며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내 관계 자체가 끊어지거나 약
해지니 지역사회의 역량이 약해졌습니다. 환경의 위협이 와도 지역사회가
대응하는 역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 또한 재조직에 실패하여 이탈한
37)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0163287100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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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처방 또한 생태체계 단위로 모색합니다. 사회사업의 처방은 생
태체계 순환주기의 복귀요, 생태체계의 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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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생태체계 복원과 다중극상, 다양성

가. 해체와 다중극상
어떤 침엽수림에 산불이 나면, 원래 식생인 침엽수림으로 '복원'을 시도하
는 것이 통념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원상 복원만 하지는 않습니다.
2000년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의 경우 동해안 주요 수종은 침엽수림(소나
무) 70%, 혼합림 27%, 활엽수림 3%였습니다.38) 침엽수림이 우점종優占
39)이었습니다.

種

이에 산림청은 원래대로 소나무 즉 침엽수를 조림하는 방

식으로 인공 조림 복원을 시도하되,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자연복원을 시
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연복원지의 주요 수종이 침엽수림 대신 활엽수림(참나무 등)으
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기후와 지역에서 3%에 불과했던 활엽수가 우점종
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고 숲 생태계가 불안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생물
다양성 및 생물량 등에서도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첫째, ‘복원’이란 이전 상태로 원상 복귀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
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도 체계 복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해체’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산불로 인해 해체
가 일어났는데, 침엽수림보다는 산불에 강한 활엽수림으로 새로운 질서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기후, 지역 내에서도 극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생태학에서
38)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4931&p
ageFlag=A
39) 식물 군집 안에서 가장 수가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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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중극상polyclimax이라 합니다.

나. 다양성divisity40)
구성요소가 단조로운 생태계는 특정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특정 외부
충격으로 절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태계는 해체를 거치며 새로
운 생태계로 재조직하기도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다양성입니다. 구성요소가 다양하면, 이완 후 재조직할
때 이전과 다르게 조합할 수 있으니, 환경과의 공진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성요소가 단조로우면 재조직해도 원상태로만 조합할 뿐입니다. 이
러면 환경과의 공진화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다양성이 커야 새롭게 재조직할 수 있습니다.41)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회
복탄력성도 높아집니다.42) <6.9.> 참조

40) 생태학에서는 다양성 diversity이란 개체의 다양성 뿐 아니라 풍부함 richness을 포괄하는 의
미로 사용합니다. 이 글에서도 풍부함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41) 인간의 인간적 활용, 사이버네틱스와 사회, 노버트 위너, 텍스트, 2011
42) 생태경제학 산책 : 방법론, 비전, 지속가능성, 조영탁(한밭대학교), 한국사회경제학회 학
술대회, 2003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은 바로 생태계의 복원성이며 생물종의 다양성은 이를 보장하는 중요
한 전제이다. 뿐만 아니라 외부충격에 대한 일종의 버퍼역할(buffer capacity)을 하여 적응적
순환과 그 진화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준다. 전통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유용
성이나 미래의 불확실한 용도를 위해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한다고 하는 인간 후생의 관점과
달리 홀링의 생물종 다양성은 시스템의 복원성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Perrings, 1995). 따라서 생물종 다양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적응적 순환의 능력자체, 즉 복원
성에 중대한 결함이 생겨 4단계의 순환이 전혀 다른 경로로 변동하게 되는 위험(왼쪽하단의
출구 X 로 빠지는 상황)이 발생한다(Folke, 1999).

196

사회사업도 생태체계를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생태체계 구성원을 사회복
지종사자 또는 사회복지 관련자로 획일화하지 않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주민, 공식기관 및 종사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이로써 위기 자체를 예방하거나, 위기에 강한 생태체계로 새롭게 재조직하
도록 돕습니다. <7.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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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전통 생태지식과 사회사업 지식

가. 전통 생태지식
'이사 왔으면 떡 돌려야지.'
'찾아오는 손님(장사꾼도)은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우리 기관은 신입 직원이 오면, 지역 데리고 다니며 인사시켜주지.'
'우리 동네에는 저 분이 대장이야. 저 분에게 잘 보여야 해.'
이누잇 부족은 복잡한 제사와 의식을 매우 중시합니다. 이는 외부인의 시
선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누잇의 복잡한 제사와 의식이 순록을 무분별하게 남획하여 순록
을 멸종시키는 경우를 방지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이누잇 부족 스스로를
생존케 하는 지혜가 담겨있는 셈입니다.
어쩌면 이누잇의 제사와 의식이 복잡해진 데에는 과거 순록을 과도하게 사
냥하여 부족이 위험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 기존 생태체계를 존중
사회사업은 공생과 관련하여 내려오는 해당 생태체계의 전통 지식과 행태
를 존중합니다.43)
43) 적응형 거버넌스(adaptive governance) 형성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농업행정과 지방
행정의 결합, 김윤성, 상명대, 2009

그러나 생태계가 복원능력을 통해 스스로 회복하는 것처럼 사회-생태계는 자신이 지닌 지식
과 경험을 통해 본래 모습을 회복하도록 스스로를 재조직화(Reorganization)한다.
사회-생태체계가 외부교란을 겪고 재조직화하는 데 성공하려면 과거에 겪은 비슷한 사건들
을 기억하고 그 때 성공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전략을 기억하고 새로운 지식체계
와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전통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며 구성원들이 지식을
폭넓게 공유하고 의사결정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Holling(1996)은 적응형 관리는 행정집행자들도 공유자원의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학습을 이어가는 일종의 장기실험체계라고 하였다. 적응형 순환고리는 일종의 메타포이기도
하지만 사례를 통해 정량적으로 검증된 수리모형체계이기도 하다(Carpenter and B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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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회사업이 해당 체계의 전통 지식44)과 행태를 존중하지 않은 채, 외
부에서 가져온 사회사업 일반 이론으로만 실천한다면 미처 알지 못하는 되
먹임 고리를 건드려 오히려 생태체계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생태체계가 각각 고유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생태
체계 경험을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생태체계가 끊임없이 변하면서 공진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다른 생
태체계의 경험을 이식하려 해서는 곤란합니다.
생태체계의 고유성과 공진화를 고려한다면, 기존 생태체계를 존중하고 그
토대위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각자 삶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사회사업은 해당 생태체계가 해온 전통 공생 지식을 현재에 맞게 적용하도
록 돕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 익숙한 방식으로 실천하도록 합니
2004).
위의 적응형 순환고리를 농업을 둘러싼 사회-생태체계에 적용하여 해석해볼 수 있다. 우리나
라의 농업은 1960년대 이후 생산성과 경제성을 가장 큰 목표로 이용되어 왔다. 적응형 순환고
리의 R전략과 유사하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살림’ 등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환
경보전형 농업이 시작되었다. 이는 K전략과 유사하다. 그리고 2004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시장개방논의와 농업과 관련된 무역조건의 변화로 큰 교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
업의 사회-생태체계는 전통적인 공동체가 무너지고 도시와 농촌간의 새로운 유대관계는 만
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란을 해결할 수 있는 전통지식체계나 새로운 사회적 자본은 형성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44) 2014년 7월 호주 멜버른,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 총회에서 회원국의 의결을 거쳐 새로
운 국제 사회사업 정의Global Definition of Social Work를 채택했습니다. 본문에는 사회사업 및 사
회과학 이론, 인문학과 함께 토착 지식 indigenous knowledge을 지식 근거로 제시합니다. 여기에
서 토착 지식이란 생태체계의 전통 생태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Social work is a practice-based profession and an academic discipline that promotes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social cohesion, and the empowerment and liberation
of people.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human rights,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respect
for diversities are central to social work. Underpinned by theories of social work, social
sciences, humanities and indigenous knowledge, social work engages people and
structures to address life challenges and enhance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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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부에게는 살림살이로, 이웃에게는 이웃살이로, 쌀집 아저씨는 쌀과 관련
된 것으로, 당구장 아저씨는 당구로, 직장인에게는 직업으로 공생하도록
합니다. 교통체계는 교통으로, 교육체계는 교육으로 공생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생태체계에 적합하여 생태체계의 교란을 줄이는 사회사업 방법입
니다.45) <8.7.> 참조

45) 그림으로 이해하는 생태사상, 김윤성, 개마고원, 2009

홀링은 사회-경제-생태계의 복원성을 높이려면 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지식을 축적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어떤 지역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생태지식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는 훈련받은 과학자들이 실험이나 관찰로 얻은 지식이 아
니면 과학적인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홀링과 같은 생태학자들은 인류학적인 접
근을 통해 신화나 제사, 속담이라는 양식으로 전승된, 지역생태체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다양
한 방식이 녹아 있는 전통지식을 강조한다. ...... 중략 ....... 얼핏 보면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전
통 안에는 이렇게 생태적 공존을 위한 장치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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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파나키와 주기 속도

가. 상호작용과 주기 속도
동일한 충격이 있을 때, 하위체계는 규모가 작아 민감하고, 상위체계는 규
모가 커서 둔감합니다.
하위체계가 이완되어 변화가 일어나면, 이 충격이 상위체계에도 전해집니
다. 하지만 상위체계는 규모가 커서 둔감합니다.
하위체계에 변화가 일어나도 시간이 흐르면 이전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가
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상위체계는 여전하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어떤 일을 계기로 변해도, 가족체계가 변하지 않으면 아
이의 변화는 일시에 머물고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46)

46) 생태경제학 산책 : 방법론, 비전, 지속가능성, 조영탁(한밭대학교), 한국사회경제학회 학
술대회, 2003

홀링에 의하면 이러한 4단계의 적응적 순환개념이 생태계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복잡계를 이
해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를 시간 및 공간상의 위계구조로 확장한 panarchy
이론을 정립하여 복잡계의 동학을 설명하는 데에 이용한다. 즉 홀링은 시간이나 공간 규모상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자 형의 겹상자형 구조(nested hierarchy)를 상정하고 기억
(remember)과 충격(revolt)라는 이중 장치에 의해 각 수준의 순환이 상위의 느리고 큰 순환
으로부터 보호(remember)를 받으면서 하위의 빠르고 작은 구조로부터 충격(revolt)를 받는
형태의 위계구조를 상정하고 이를 수직적인 위계구조와 달리 상위순환과 하위순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panarchy라는 위계구조로 명명하였다(상위순환이 하위 순환과 상호작용
한다는 점에서 홀링의 이론은 공진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패나키 구조와 그 동학에 기초하여 모든 복잡계는 창조적이면서 보존적이며, 연속성
과 새로운 학습이 결합되는 구조로 이해한다, 이러한 홀링의 관점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
이란 적응적 순환이라는 자기조직화의 능력자체를 유지하면서(sustainability), 새로운 실험
과 기회를 창출(development)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순환구조가 외부 충격이나 기타 요
인에 의해 파괴되면 비적응적 순환의 함정(빈곤함정 poverty trap / 경직성 함정 rigid trap)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홀링의 작업은 생태계와 인간사회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복잡계의 동학
을 정립하려는 시도인데, 그 주요작업은 복원성 프로젝트(www.resalliance.org)에 의해 수행
되었고, 그 성과는 Gunderson & Holling(2002) 및 Holling(2001)에 집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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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나. 생태체계 변화
하위체계의 변화는 상위체계에 영향을 주지 못할 까요? 상위체계는 하위
체계보다 변화 속도가 느릴 뿐 불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위체계의 변화를 통해 상위체계를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하위체계가 주는 충격이 미미해도 쌓이고 쌓이면
상위체계 또한 점차 이완합니다. 임계점을 넘기 전까지는 변화가 없어 보
이지만, 임계점을 넘으면 상위체계에도 이완이 일어납니다.

47) Resillience Alliance website, "Key Concepts," accessed 09/2008을 인용하여 작성한
http://www.peopleandplace.net/media_library/image/2008/12/19/panarchy를 참
고하여 재인용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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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한 번 변해서는 가족체계를 바꾸기 어렵지만, 여러 번에 걸쳐 아이
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가족체계 또한 어느 순간에는 변하는 경우가
이러합니다.

48)

두 번째는 규모입니다. 상위체계가 느리게 변하는 이유는 규모가 상대적으
로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위체계를 규합하여 상위체계와 체급을 맞추면
상위체계가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개별적으로는 교통, 법률 등 사회체계를 바꾸기 쉽지
않지만,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는 경우가 이러합니다. 사회사업에 상위체계
와 규모를 맞추는 방법이 소위 조직화입니다.

48)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169555X0600343을 인용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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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글 : 복잡적응계

<복잡계의 등장>
체계 내 관계와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는 창발 현상을 자연과학
과 사회과학이 각자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무렵 산타페연구소Santa Fe Institute를 중심으로 자연과학
자와 사회과학자가 모였습니다. 각자 연구하던 복잡한 관계와 상호작용에 따른 체계
연구가 실제로는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복
잡계 개념과 이론입니다.49)

<복잡적응계의 등장>
복잡계란 간단히 말하면 창발현상을 보이는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50)
자연과학의 복잡계는 구성요소가 물리 입자일 경우가 많은데, 물리 입자는
외부 영향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반면 사회과학의 복잡계는 살아있는 체계입니다. 물리 입자가 수동적 반응
이라면, 살아있는 체계는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지적 생물입니다.
게다가 살아있는 체계는 수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데 그치지 않고, 환경
을 파괴할 정도까지 능동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험
하고 학습하여 자율적으로 적응 대응합니다. <4.2.> 참조
49)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20~21쪽
1980년대 무렵부터 산타페 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분야의 자연과학자
들과 사회과학자들이 모여 그전까지 서로 단절되어 독자적인 해결을 모색해오던 문제들이
실제로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러한 공통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사고방식과 방법론을 융합하여 새로운 문제해결의 길을 열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복잡계의 개념과 이론이다.
50)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57쪽

복잡계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창발현상을 보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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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살아있는 체계는 기존 복잡계와 달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복잡적응계CAS, complex adaptive system라 합니다.
많은 구성요소가 관계하고 상호작용한다는 의미에서 ‘복잡계’이지만, 동
시에 구성요소가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변한다는 측면에서 ‘적응계’인 셈
입니다.51)

<복잡적응계의 창발 >
생태체계 또한 복잡적응계입니다.
생태체계를 구성하는 당사자도 복잡적응계이고,
환경을 구성하는 각종 사회체계와 사회조직, 사회구성원 등도 복잡적응계
입니다. 모두 살아있는 체계입니다.
살아있는 체계의 이런 특징을 고려하면, 복잡적응계의 창발은 누군가가 특
정한 계획에 따라 통제하고 세세하게 조정한 결과라 보기 어렵습니다
.52)53)
실제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붉은악마 신드롬과 2008년 8월 수백만

51)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165쪽

복잡적응계는 많은 구성요소를 가지고 이들이 상호작용한다는 의미에서 ‘복잡’하며, 동시에
각 구성요소들이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변화한다는 의미에서 ‘적응적’이다.
52)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게 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
다. 행위자를 조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행위자가 자율적으로 개입 의도와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53)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57쪽

여기서 창발현상은 전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세세하게 조직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
야 한다. 거듭제곱법칙을 나타내는 수많은 현상은 시스템 전체를 관장하는 중앙권력이나 초
자연적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붉은악마 신드롬도 정부나 월드컵조직위원회와
같이 통제 기관에서 특정한 계획에 따라 조직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인터넷과 방송매체,
주변과의 접촉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나타난 현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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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모인 광화문 촛불집회 모두 어떤 중앙권력이 계획하고 세세하게 개입
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2001년 9․11 테러,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건, 2011
년 일본 사례 등도 모두 동일한 경우입니다. 특히 많은 경우 정부기관은 오
히려 시민 참여를 제한하려는 입장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런 설명은 더욱 타
당합니다.
결국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창발은 개인이 대중매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한 결
과 참여자가 점점 늘어난 ‘자기조직화에 따른 창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
다.

그렇다면 복잡적응계인 생태체계가 어떻게 자기조직화를 통해 공생을 창
발 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연구자들은 복잡적응계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조
건에서 복잡적응계가 창발하기 쉬운지 그 조건을 제안합니다. 다음 글에서
이 조건과 방안을 소개합니다.
다만 본 도서에서는 복잡적응계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업 생태체계가 이미 복잡적응계일 뿐 아니라, 새로운 용어를 추가할수
록 독자가 이해하기는 어려워진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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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창발과 혼돈의 가장자리

가. 혼돈의 가장자리
체계 창발은 완전한 혼돈도 아니며, 완전한 질서도 아닌 영역에서 일어납
니다. 이 지점을 '혼돈의 가장자리edge of chaos'라 부릅니다. 혼돈의 가장자리
를 좀 더 쉽게 풀어보면 경계, 주변 등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54)

안정

혼돈

창조 영역

혼돈의 가장자리

55)

예를 들면 어떤 체계의 중심부는 질서가 안정적이며 확고합니다. 이는 질
서는 높으나 창의성은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주변부, 경계로 갈수록 중심질서는 점차 약해집니다. 다양한 생각이
들고나며 중심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것을 창안할 수
54) 하이브리드 세상읽기, 홍성욱, 안그라픽스, 2003

이것이 내가 ‘변방이 창조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란다. 소위 ‘중심’의 사람들은 당연
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변방에서는 의심하고 전혀 새로운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거
든. 기존의 과학 패러다임에 동화되기 이전의 젊은 과학자들이 때때로 무척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 과학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프레넬이나 아인슈타인, 여성이기 때
문에 기존의 핵심 과학자 그룹에 끼지 못했던 바버러 맥클린톡이 혁명적으로 창조적인 이론
을 주창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주변성, 변방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어. 프로이트, 아인슈
타인, 피카소, 마르크스 비트겐슈타인처럼 창조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
는 이들이 모두 태어난 곳과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활동했다는 공통점을 가졌음을 밝혀내
었단다. 이는 서로 다른 두 세상이 접합되는 접점의 긴장이 창조성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 협동 연구나 간학문 연구가 종종 혁신적인 결과를 내놓는
것도 서로 다른 두 세상을 섞을 때 창조적 통찰력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사례지.
55)
http://creativeemergence.typepad.com/the_fertile_unknown/2010/03/the-creativezone-the-edge-of-chaos.html 에서 인용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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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여지가 높아집니다.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에서 창의성이 극대화되는
셈입니다.
이는 뉴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영역의 중심부보다 주변
부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이 혼돈의 가장자리, 경계, 주변의 개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7.12.>
참조

나. 공생성 창발과 혼돈의 가장자리
사회사업은 생태체계의 공생성 창발을 도모합니다. 일반적으로 체계가 창
발의 위치에 놓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한 마디로 체계 속 복잡성
을 높이는 과정입니다.56)

56)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결국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혁신시키고 싶을 때 시스템을 혼돈의 가장자리로 몰고 가야 하는
데, 이는 시스템의 복잡성을 증대시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시스템의 복잡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열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스템이 열려 있으면 외부로 부터의 에너지 유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부와 단절되어 정보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시스템 내부의 구성원
들은 획일화될 것이다. 이는 복잡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외부와 지속적으로 정보
를 주고받는다면 당연히 시스템 내부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을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복잡성도 증가하게 된다. ...... 중략......
둘째,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작게 쪼개고 구성요소의 대칭성을 파괴해야 한다. 구성요소를 분
해함으로써 각 요소는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각 요소마다 환경의 섭동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구성요소 간에 대칭성이 파괴되면 구성요소
가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성도 증가하게 된다.
셋째,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쪼갠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킬수록
복잡성이 증대된다. 복잡한 상호작용은 다양한 되먹임을 통한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가능하
게 한다.
넷째, 전체 시스템과 구성요소는 공진화해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스템은 하나의 메타
행위자로서의 시스템, 즉 행위자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스템을 상위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으로 구분했을 때 두 시스템은 공진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중략......
다섯째, 행위자의 무작위한 일탈을 제어하기 위한 적절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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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계를 개방체계로 만들어 복잡성을 높입니다.
개방체계는 에너지 및 물질 교환이 활발합니다.

② 개체를 다양화합니다.
체계를 구성하는 개체가 다양해지도록 합니다. 획일적인 생각을 여럿 모아
내도 결국 획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성을 높이려면 개체가 다수, 다
종해야 하고, 이를 용인하고 장려합니다. <7.9.>, <7.10.> 참조

③ 개체 간 상호작용을 높입니다.
개체를 그냥 모아둔다고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연결이 없으면 다양한 생각
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개체 간 연결을 늘려 다양한 조합을 도출합니다.
<7.11.> 참조

④ 선순환을 높입니다.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시너지 효과 즉 증폭효과가 날 수 있도록 유도합니
다. 선순환, 양의 되먹임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8.8.> 참조

⑤ 필요한 경우 외부체계와 결합합니다.
외부체계와의 결합을 통해 다양성을 높이고 복잡성을 높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정도로 복잡성을 높이면 곤란
합니다. 체계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복잡성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계, 주변부, 혼돈의 가장자리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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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은 성공이 가져오는 큰 변화
평상시에는 아무리 큰 힘을 주어도 변할 것 같지 않던 생태체계도 혼돈의
가장자리로 진입하면 작은 힘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생태체계
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자 기회입니다.
혼돈의 가장자리를 고려하면, 사회사업가는 작은 성공도 중요하게 여깁니
다. 생태체계 구성원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도록 돕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때가 맞으면 작은 성공으로도 생태체계 내 큰 변화가 창발 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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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새로운 질서의 안착

가. 창발의 과정
창발이 일어나도 모두 안착하지는 않습니다. 한 때 유행처럼 일어났다가
곧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자리하기도 합
니다.
다음은 창발의 프로세스 도식입니다.57)

시스템의
변화 정도

[임계점]

․시스템에서 변하려는 세력과 변화를 거
부하는 세력이 급속히 대립하는 상황
․임계점을 통과하느냐가 성공의 분기점

변화 성공

혼돈의
가장자리
변화 실패
[안정기]
평형상태

[혼돈기]
혼돈의 가장자리
진입

[급변기]
공진화
양의 되먹임

[새로운 질서]
소산구조

시간 흐름

58)

처음 단계는 안정기입니다. 평형상태이며 시스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스템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질서가 유

57) 엄밀히 말하면 복잡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s에서 나타나는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
도식입니다.
58)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에서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 도식 인
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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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지만 조금씩 무질서가 증가하며 점차 복잡성이 높아지는 단계입니다.
이로써 점차 혼돈의 가장자리로 진입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연한 요동이나 섭동이 발생하여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임
계점을 통과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며 새로
운 질서가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양의 되먹임에 의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변
합니다.59)
이 때 중요한 점은 양의 되먹임을 가져 기하급수적으로 공진화가 확장되어
야 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60)
네 번째 단계는 시스템이 새로운 질서로 정착되어 안정화되는 단계입니다.
이는 질서만 다를 뿐 다시 첫 번째 단계로 진입하는 것과 같습니다.61)
하지만 새로운 질서를 유지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면 점선과 같이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원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창발의 과정은
59) 시스템 사고, 김동환, 선학사, 2009

양의 피드백 루프는 ‘일탈강화(deviation amplifying)'루프라고도 한다. 균형점으로부터 벗
어나는 변화가 일단 발생되면 그 변화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60) 시스템 사고, 김동환, 선학사, 2009 에는 사회 네트워크에서 창발이 자기조직화로 일어나
는지 잘 설명합니다.

사회시스템이 생명체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이와 같이 수직적 피드백 관계와 수평적
피드백 관계가 서로 얽혀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이기 때문이다. 식물이나 물체 또는 거대한
사회시스템이 사람처럼 의식을 지니는 생물체로 생각되는 것은 결국 숨어 있는 피드백 루프
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드백 루프는 스스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 루프
는 종종 생명체와 같이 목적지향적인 행태를 보인다. 그러한 행태를 피드백 루프로 해석하지
않고 생명체로 해석할 때 미신이 시작된다. 피드백 루프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미신을 가져
온다.
61) 한편 이 과정은 마치 앞에서 기술했던 홀링의 적응순환주기의 한 부분을 보는 듯 합니다.
즉 성장하다가 복잡성이 커지면 혼돈의 가장자리에 진입하고 임계점을 넘어 해체/이완에
이르는데, 이 때 지속적으로 방향과 에너지를 공급해야 비로소 새로운 질서를 재조직하고 안
정을 이루어 다시 성장한다는 적응순환주기와 동일합니다.

이는 복잡계의 단절적 변화의 프로세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홀링의 적응순환주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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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혼돈의 가장자리에 자리하는가?
둘째, 임계를 촉발하는 요동이나 섭동이 있는가?
셋째, 임계점을 넘는가?
넷째, 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가?
다섯째, 자기조직화 즉 기하급수적으로 변화가 증폭되도록 되먹임의 공진
화 구조를 가지는가? 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일단 창발이 일어나도 이 흐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외부 에너지 유입과 양의 되먹임입니다. 특히 양의 되먹임 구조는 체
계가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자기조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을 거쳐 비로소 새로운 질서가 안정적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나. 공생의 안착
그렇다면 이런 개념을 사회사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요?
① 에너지 공급의 의미
생태체계 구성원이 돕고 나누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생태체계 구성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사회사업가의 이런 활동을 통해 당사자와 주변인이 돕고
나누는 활동을 지속하도록 돕습니다.

② 공진화하는 양의 되먹임 의미
당사자와 주변인이 서로 공생하되, 대등한 관계 또는 보통의 관계를 살려
양의 되먹임을 가진 공진화를 도모합니다. 특히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받기만 하는 일방적 작용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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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은 돕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깊은 관계를 도모하고, 관계가 깊어
진 만큼 돕고 나누는 정도도 깊어지는 양의 되먹임을 도모합니다. 이 과정
을 거쳐 점차 공생이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도록 합니다. 이것이 공진화하
는 양의 되먹임을 구축한다는 의미입니다.

다. 끝까지 남을 사회사업
생태체계의 공생도 시간이 흐르면 해체됩니다. 공생하는 관계 모임 조직
사회 또한 시간이 흐르면 해체됩니다. 이것이 기본 경향입니다.
어떤 생태체계가 공생을 재조직하는데 실패한다면 누군가는 생태체계 외
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생태체계 구성원이 관계하고 돕고 나누
도록 누군가는 주선해야 합니다. 제안하고 격려하여 지속하도록 도와야 합
니다.
이 역할이 행여 사회사업으로 불리지 않더라도, 생태체계가 공생하도록 에
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은 인간 사회가 있는 한 끝까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사업가가 없어도 될 만큼 공생이 완성된 세상은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관계와 상호작용을 살리는 사회사업은 인간 사회가 있는
한 끝까지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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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부 생태체계 관찰 방법 1 - 네트워크

한국사회사업 변천

생태체계이론 태동

응급구호 자선사업
사회정책, 행정 포괄
사회사업 모호

공유영역
관계와 상호작용
공생
사회사업 정체성

시스템이론
생태학
사회사업
통합방법론

시스템사고

체계 기본개념

인과구조
양(강화) 되먹임
동귀결성 다중귀결성
정책지렛대 강점

개방체계 자주성
엔트로피
자생성 강점

네트워크
위상구조
작은세상 네트워크
약한연결 강한연결
다수, 다종, 조밀
커넥터와 임계점

생태체계

공진화 자기조절

창발 주기성
자기조직화 창발
요동에 따른 창발
회복탄력성 파나키
혼돈의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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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먹임 자기조절
진화 안정성 자생성
순치체계
상호적응 공진화

7.1. 위상구조와 인과구조

가. 구조와 기능
구조는 기능을 결정합니다.
책상의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6명이 이용하는 책상(체계)이 두 개 있습니다. 이용 인원만 보면 두 책상은
같습니다. 하지만 책상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다른 책상이 됩니다.

먼저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는 측면을 살핍니다. 책상이 왼쪽 그림처럼 칸
막이가 있으면구조 책상은 개별 공부기능 책상입니다.
책상이 오른쪽 그림처럼 칸막이가 없으면구조 책상은 상호작용하는 공동공
부기능 책상입니다. 체계의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는 셈입니다.1)

나. 생태체계의 구조와 기능
위의 원리는 사회사업 생태체계에도 동일합니다. 생태체계 기능은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회사업 생태체계의 구조란 위상구조와 인과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역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이 필요하면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개별 공부 기능 책상이
필요하면 그에 따라 칸막이 구조를 만듭니다. 공동 공부 기능 책상이 필요하면 그에 따라 칸
막이 없는 구조를 가진 책상을 만듭니다. 체계의 기능에 따라 구조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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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구조란 생태체계 구성원의 위치와 상태의 연결 구조입니다. 흔히 네트
워크라 할 수 있습니다.

인과구조란 생태체계 내 원인과 결과의 연결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
그림과 같이 체계 내 원인과 결과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구조입니다. 흔히
시스템사고 인과지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증
요법

+

문제

-

+

-

+

증상

근본
요법

+

사회사업은 생태체계의 공생기능을 도모합니다. 따라서 사회사업은 공생기능
에 유리한 위상구조네트워크와 인과구조시스템사고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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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네트워크 이론의 흐름과 모델

가. 작은 세상small world
1960년대 중반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은 널리 알려진 ‘작은 세상 실험’에
나섭니다. 밀그램은 주식중개인인 특정인에게 총 160통의 편지를 발송합
니다. 다만 전달 방식은 최종수신인을 알법한 사람에게 편지를 건네는 방
식입니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관계가 몇 단계인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
습니다.2)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많은 경우 세 명의 손을 거쳐 최종수신인에게 전
달되었습니다. 대다수 편지가 불과 여섯 단계 안에 도착했습니다.3) 이는
사회적 거리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짧다는 사실을 밝힌 실험이었습니다.4)
이로써 세계는 여섯 단계만 거치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작은 세상small
2)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영어에서 “What a small world!"라는 표현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들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매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세상 참 좁구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1960년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밀그
램(S. Milgram)은 이러한 현상을 직접 실험으로 검증하여 사회에서 사람들이 실제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3)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밀그램의 실험에서 영감을 얻어 이후 수많은 실험이 시도되면서, 좁은 세상 효과가 우리 사
회에 상당히 폭넓게 자리잡고 있음이 밝혀졌다. 실험을 정교하게 고안하면서 전달률도 훨씬
높아졌고, 평균적으로 중간에 5명을 연결고리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모두 이어져 있다는 사
실이 밝혀져 “분리도 6(six degrees of separation)"이라는 유명한 말을 낳았다.
4)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이번에 알아보고자 했던 것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회 네트워크 구
조라는 점이 달랐다. 이번에도 밀그램은 얼마의 봉투와 우표만으로 미국의 우편행정 체계를
이용해서 이 세계가 사회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을지도 모른다는 사
실을 입증해보고자 했다. 밀그램이 발송한 편지는 총 160통이었는데,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편지들 가운데 대부분은 주식중개인의 개인적인 친구 세 명의 손을 거쳐 그에게 전달되었다.
마치 그 주식중개인이 보유한 사회적 통로의 대부분이 몇 개의 좁은 길로 수렴되는 듯이 보였
다. 더 놀라운 점은 거의 모든 편지가 불과 여섯 단계 안에 도착했다는 사실인데, 이는 사회적
인 의미에서 이 세계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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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립니다.

world

실제로 우리가 속한 사회가 몇 단계만 거치면 연결되는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영화배우는 평균 3.48 단계를 거치면 연결되며, 회사관리자 4.60, 수
학 논문 공동저자 7.57, 물리학 논문 공동저자 6.19, 이메일 메시지 4.95로
연결됩니다. 그만큼 작은 세상입니다.5)
하지만 어떤 연결 구조이기에 60억 인구가 여섯 단계만 거쳐 연결될 수 있
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 무작위 네트워크random network
작은 세상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이미 밀그램의 실험 전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 폴 에르되스Paul Erdos와 알프레드 레니Alfred reney의 연구를 통
해 밝혔던 무작위 네트워크에서 단초를 얻습니다.
무작위 네트워크는 에르되스-레니 네트워크라 부르기도 합니다. 각 노드
간의 연결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6)

5)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네트워크의 크기에 비해 평균거리가 작은 경우 좁은 세상 효과가 나타난다. 가령 초특급 스
타부터 단역배우에 이르기까지 45만명에 이르는 영화배우들의 관계는 중간에 3명 정도만 거
치면 모두 연결되고, 150만 명에 이르는 생물학 논문 저자들도 4명 정도만 거치면 연결되는
좁은 세상이다.
6)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초기에 중요하게 연구된 네트워크는 노드들이 특정 확률에 따라 서로 무작위로 연결된 무작
위 네트워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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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연결된 구조라서 너무나 많은 링크를 가지거나 아예 링크가 없거
나 하는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결기회가 많아지고 밀도가 높
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모든 네트워크가 점차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1959년 당시 네트워크는 수학에서 그래프 이론으로 불렸는데, 에르되스는
당시 주어졌던 문제를 무작위 네트워크로 해결합니다. 문제의 내용은 이러
합니다. ‘만약 50개의 마을을 연결할 도로를 놓아야 하는데, 모든 마을을
연결하려면 1,225개의 도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모든 마을을 오가기 위
해 필요한 최소한의 도로는 몇 개 인가?’
에르되스는 98개의 도로를 임의로 무작위 배치하면 절대 다수의 마을이 충
분히 연결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즉 전체 필요한 1,225개 중 8퍼센트에
해당하는 98개만 무작위로 연결해도 서로 다 연결될 수 있다는 셈입니다.
나아가 점이 아무리 많아도, 몇 퍼센트만 무작위로 연결하면 전체 네트워
크를 대체로 완벽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밝혀냅니다.
이 해법을 60억 인구를 연결하는 문제에 적용하면, 한 사람당 24명 정도씩
만 알고 지내도 대다수의 사람이 연결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실제로 사
람들은 24명 이상의 관계를 맺고 사니 세상 사람들이 다 연결된다는 결론
이 가능합니다.7)
7)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전체 사회 네트워크의 특성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지구상에는 중간 고기를
아무리 이어도 절대 연결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할지 모른다. 최소한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그렇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감자장수와 에콰도르 커피농장의 노동자를 한 번 생각해
보자. 지인의 고리를 아무리 늘려 칭칭 감아댄다고 해도, 이 두 사람이 연결될 수 있다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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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세계가 다 연결되었다는 뜻일 뿐, 여섯 단계만 거치면 된다는 작
은 세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실제 사회는 위 그래프 구조처럼 무
작위로 연결되지 않고, 가족,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과 군집을 이룹니다. 네
트워크 구조가 실제와 다른 겁니다.
결국 작은 세상 보다 먼저 발표된 무작위 네트워크는 짧은 사회적 거리와
군집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다. 약한 연결weak ties
1973년 마크 그라노베터Mark Granovetter는 유대관계의 강약을 연구합니다. 사
람들에게는 강한 유대관계와 약한 유대관계가 있는데, 강한 유대관계는 군
집을 형성하는 특성이 있고, 약한 유대관계는 다른 군집을 연결하는 즉, 멀
리 있는 사이를 가깝게 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특성이 있다고 밝힙니다. 예
로써 구직 시 강한 유대관계와 약한 유대관계 중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될지
를 연구합니다.
강한 유대관계는 정보가 군집을 벗어나지 못해 구직할 때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약한 유대관계는 교량 특성으로 인해 멀리 떨어진 다
른 군집에 있는 정보까지 확보하여 구직할 때 실질적 도움이 커집니다.
실험 결과 “자주” 만나는 사람을 통해 직장을 구한 사람은 약 16퍼센트, 약
84%는 “어쩌다가” 또는 “드물게” 만나는 사람을 통해 취직을 할 수 있었다
는 인터뷰 결과를 얻습니다. 이로써 그라노베터는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
은 약한 유대관계이다.”라는 연구를 발표합니다.8)
확신할 수 있을까? 에르되스의 수학적 시각에 따르면 ‘그렇다’가 정답인 것 같다. 에르되스의
계산에 60억 개의 점을 대입할 경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연결 부분은 0.0000000004
퍼센트, 즉 10억 중에 넷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만일 사람들이 임
의적으로 연결됐을 때 평균 2억 5,000만 명 중 한 사람만 안다고 쳐도 전체 인류가 하나의 완
전한 사회적 망으로 연결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 해봤자 한 사람이 24명 정도만 알고
지내면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결코 많은 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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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시 그래프 이론으로 불리던 사회 네트워크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
나, 훗날 네트워크 이론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라. 작은세상 네트워크
1998년 던컨 와츠Duncan Watts와 스티브 스트로가츠Steve Strogatz는 종이에 점을
찍고 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당시 그래프9)라 불리던 네트워크 패턴 즉 정규
네트워크regular network를 여러 개 만들어 냅니다.
여기에서 정규 네트워크는 인접한 노드들이 대다수 같은 수의 링크를 갖는
네트워크입니다.

10)

이 때 와츠와 스트로가츠는 실제 사회처럼 군집을 유지하면서도 작은 세상
의 특성인 짧은 거리를 모두 충족하는 그래프를 만들고자 합니다.
두 사람은 컴퓨터를 이용해 수백 개의 그래프를 만들되, 질서정연한 정규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마크 그라노베터가 발견한 약한 연결을 응용하여 임
8)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그라노베터가 인터뷰한 사람 중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을 통해 직장을 구한 사람은 16퍼센
트에 불과하고, 나머지 84퍼센트는 “어쩌다가” 또는 “드물게” 만나는 사람을 통해 취직을 할
수 있었다. ...... 중략 ...... 그라노베터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은 약한
유대관계이다.”
9) 네트워크 이론은 1950년대 이전에는 그래프 이론으로 불렸는데, 이 당시에는 정규 네트워
크에 가까운 일정한 격자 구조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10) http://jasss.soc.surrey.ac.uk/12/2/3.html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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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연결선을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군집은 변함이 없으면서도 다른 점에 도달하는 단계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정규 네트워크에 임의적인 선을 약간
더해 작은 세계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무작위 네트워크에서 만족시키지 못했던 짧은 사회적 거리와 작은 세
상 조건을 충족하는 첫 번째 네트워크 모델인 셈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지름길이 있다는 점입니다.11)

와츠와 스트로가츠는 1998년 6월 4일자 네이처에 세 페이지짜리 논문을
발표하고,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로써 그간 그래프 이론으로 불렸던 네
트워크 이론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로 인식됩니다.

마. 척도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
작은세상 네트워크 모델을 만든 이후 작은세상에 부합하는 또 다른 네트워
크가 등장합니다. 1999년 앨버트-라즐로 바라바시Albert-Laszlo Barabasi와 정하
웅 및 동료들이 인터넷 웹의 네트워크 지도를 통해 밝힌 척도없는 네트워

11)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이들이 주목한 것은 좁은 세상의 구조에서 노드들 사이에 중요한 ‘지름길(shortcut)’이 있다
는 점이다.밀그램의 실험에서 캔자스 주 사람들이 모두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 주변
에서만 인간관계를 맺었다면 멀리 메사추세츠 주에 편지가 전달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
렸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나마 편지가 대단히 빠르게 전달된 것을 이런 공간적인 거리를 뛰
어넘어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교분을 맺고 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223

크입니다.12)
척도없는 네트워크는 바라바시-알베르 네트워크 모델로 부르기도 합니
다. 성장하되 무작위가 아닌 선호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나타나는 네트워
크입니다.13) 네트워크의 특징은 평균 연결 이상으로 매우 많은 링크를 가
진 불평등한 노드 즉, 허브가 존재합니다.14)

예를 들어 새로운 노드가 생기면 무작위가 아니라 선호에 따라 연결하므로
처음 생긴 노드에 링크가 모여들어 허브가 됩니다. 게다가 전형적인 복잡
계의 특성인 멱함수 패턴을 나타냅니다.

15)

12)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인터넷의 경우 컴퓨터들 사이의 군집도는 임의 네트워크에서 예상할 수 있는 수준보다 100
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인터넷은 임의 네트워크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그렇
지만 배런이 머릿속에 그렸던 질서정연한 네트워크도 아니다. 오히려 정보가 몇 단계만에 모
든 두 지점을 오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조직해낸 또 다른 종류의 작은 세계 네트워크라는 것
이 밝혀졌다.
13) 링크-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A.L.바라바시, 동아시아, 2002

현실의 네트워크는 두 개의 법칙을 따른다. 성장(growth)과 선호적 연결(preferential
attachment).
14)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멱함수의 곡선은 “두터운 꼬리 Fat tail"를 갖는 게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종형 곡선과 비교
해봤을 때 멱함수 곡선은 0에 접근해 들어가는 정도가 훨씬 완만하다. 인터넷이나 월드와이
드웹의 경우에서 두터운 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정규 통계, 즉 종형 곡선에 비해 대단히 많은
수의 링크를 가진 노드를 발견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들이 유별난 통계
를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찌 됐든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다. 실제로 이 두 네
트워크에서는 소수의 노드가 대단히 많은 링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총 링크
수의 80~90퍼센트가 일부의 노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멱함수 패턴은 특별한 구조, 고
도로 연결된 허브가 장악하는 구조의 수학적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15)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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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척도없는 네트워크는 작은세상 네트워크와 무엇이 다를까요? 작
은세상 네트워크는 평등한 네트워크에 약간의 무질서를 더한 방식입니다.
반면 실제 사회, 웹 등은 계속 발전합니다. 발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노드에 연결하려는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 허브 hub가 등장합니
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불평등한 연결입니다.

16) 17)

결국 척도없는 네트워크는
첫째, 상호 결속의 하위 그룹
둘째, 짧은 연결의 지름길 뿐 아니라
셋째, 불평등한 연결의 결과로 나타나는 허브의 모습까지 설명하는 모델입
니다.

연구팀이 작성한 그래프에는 수학자들이 "멱함수 Power law"라고 부르는 매우 단순한 패턴
의 곡선이 나타났다. 간단히 말하자면, 연결된 고리의 수가 두 배로 증가할 때마다 그만큼의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는 노드의 수는 약 5분의 1로 감소한다.
16)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와츠와 스트로가츠 류의 네트워크들은 고리들이 대체로 평등하게 분포된다는 점에서 ‘평등
주의적 egalitarian"이라고 할 수 있다. ...... 중략 ...... (반면에, 앨버트와 바라바시의 네트워크
에서는) 이 네트워크들은 연결고리의 대부분을 몇 안되는 요소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주의적 aristocratic"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17)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이 모형은 네트워크의 성장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네트워크에 위치한 행위
자들의 명성이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처음 들어와 웹페이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무작위로 링크를
연결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고, 또 잘 알려진 유명한 웹사이트부터 연결하는 것
이 보통이다. 잘 모르는 지역에 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기웃거리다 보면 손님이 가장
붐비는 곳에 들어가게 마련이며, 길거리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으면 우선 줄부터 서고 보는
심리도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적을수록 행위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찾는 쪽으로 관계를 맺을 확률이 커진다. 이러한 과정을 차별적 연결(preferential
attachment)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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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약한 연결과 강한 연결

가. 결속 정도
관계는 먼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즉 유, 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관
계는 결속 정도에 따라 강한 연결strong tie과 약한 연결weak tie로 나눌 수 있습니
다.
일반적으로 가족, 친구,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한 사람들의 관계는 강한 연결
이라 할 수 있고,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관계는 약한 연결이라 할 수 있습니
다.18)
다음은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한 모임에 속한 사람들 간의 관계는 강한 연결일 가능성이 높고, 모임과 모
임을 연결하는 사람 간의 관계는 약한 연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같
은 종류의 모임 안에서도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앞에서 이런저런 사회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는 동안에는 사람들 사이의 결속력에 대해 한번
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다른 관계에 비해 결속력이 더 강한 게 사실이다. 일
반적으로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는 동료들과의 사이는 “강한” 유대관
계인 반면에,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약한” 유대관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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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친구라 하더라도 강한 연결이 있고, 약한 연결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 친구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결속 정도에 따라 관계는 약한 연결과 강한 연결로 나눌 수 있습니
다.

나.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
과거에는 강한 연결이 대다수였습니다. 물리적으로 작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대부분 강한 결속에 따라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았습니
다.19)
그라노베터는 강한 연결을 가진 두 명의 친구가 있다면, 이 두 사람 또한 많
은 공집합을 가질 것이므로 서로 강한 연결로 묶일 경향에 주목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누군가의 두 친구가 서로 알고 지낼 확률은 약 50%라 합니
다.20)

19)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지난 두 세기 동안 보통 사람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를 약 1만 배로 증가했다. 한 추산 자료에
따르면 1800년도에 살았던 보통 사람은 하루에 50미터도 이동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집
안과 주변에 머무르거나, 고작 밭에서 일을 했고, 마을이나 시내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대
부분 그곳에 거주했다. 당시에는 통근의 개념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는 매
일같이 평균 50킬로미터를 이동한다.
20)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42쪽

전형적인 미국인은 사회적 접촉 대상 중 어떤 두 사람이 서로를 알 확률이 약 52%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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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네트워크로 표현하면 강한 고리들이 따로 떨어져 나타나지 않고 아래
그림처럼 삼각형을 이룹니다.21) 이를 이행성이라 합니다.

⇨

강한 연결이 삼각형을 이루는 특성을 고려하면, 강한 연결은 정규 네트워
크 모델인 셈이고, 사회 속에서는 주로 군집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가
족, 친구, 오래도록 함께 생활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강한 유대를 갖습니다.
따라서 삼각형이 촘촘하게 이어진 네트워크 형태임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
니다.

하지만 작은 군집을 만든 강한 연결은 역설적으로 다른 군집과의 연결을
제한합니다. 응집력이 높으면 폐쇄성이 높아지는 법입니다. 다른 군집과는
공통점이 적으므로 이질적인 군집 간에는 배타성이 높아져 강한 연결이 어
렵습니다.22)

21)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한 사람이 다른 두 사람과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 두 사람 사이에도 강한 고리
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예외가 없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래프 상에서 이 원칙은 강한 고리들이 따로 떨어져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강한 고리들은 삼각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된 강한 유대관계는 거의
언제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며, 한쪽 변이 떨어져나간 삼각형 모양(그림 4)은 흔치 않다.
22)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교량이 사회 네트워크를 하나로 연결하는 데 대단히 효율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량이 이를테면 절친한 친구 사이처럼 강한 고리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지
금껏 살펴봤듯이 강한 고리는 적어도 이 맥락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강한 고리는 지워
버려도 큰 영향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가 문제이다. 교량은 거의 언제나 약한 고리에 의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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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질적인 군집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작은 군집이 연결되지 않은 채 그냥 모여있다 하여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군집들을 서로 연결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약한 연결입니다.23)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선인 강한 연결은 군집을 형
성합니다. 점선인 약한 연결은 군집을 서로 연결합니다.24)

작은세상 네트워크 모델에서 지름길은 물리적으로 먼 거리입니다. 지름길
은 물리적 제약으로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현실적으로 약한
연결인 셈입니다.
여진다.
23)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사회 네트워크를 하나로 이어 붙이는 결정적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약한 고리이기 때
문이다.
24) 링크-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A.L.바라바시, 동아시아, 2002

그라노베터에 의하면 사회는 몇 개의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클러스터 내부는 모두
가 모두를 서로 잘 아는 긴밀한 친구들이 서클(circle)을 이루고 있다. 외부로는 몇 개 안 되는
링크들이 있어서 그것이 클러스터들이 외부 세계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그라
노베터의 이러한 서술이 정확한 것이라면 우리 사회의 네트워크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된다. 즉 사회 네트워크는 작은 완전연결 그래프(complete graph)들이 연합체를
이룬 것과 같은 것이 되고 그 각각의 내부는 모든 노드가 그 클러스터 내의 모든 노드와 연결
되어 있는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완전연결 그래프들은 서로 다른 친구 서클에 속해 있
는 그냥 아는 사람들 간의 약한 연결들로 서로 이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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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없는 네트워크 모델에서도 허브란 동시에 수많은 사람과 연결을 갖는
커넥터Connectors25)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의 역량은 한계를
갖습니다. 연결이 많아질수록 결속정도는 약해집니다. 결국 척도없는 네트
워크에서 허브도 약한 연결인 셈입니다.

다. 연결의 용도와 사회사업
교통 수단이 발전하여 사람들이 멀리 이전하여 살고, 의사소통 수단이 발
전하면서 약한 관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근거리에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원거리로 점프하듯 이동합니다. 이를 레비비행이라 합
니다. 레비비행을 통해 원거리와의 약한 연결이 늘어납니다. 소셜네트워크
에서 새로 사귀는 관계 또한 약한 연결의 일종입니다.26) 그만큼 생태체계
에서 약한 연결의 비중 또한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강한 연결은 줄어들고 약한 연결이 늘어났는데, 각 연결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강한 연결은 지속적으로 관계하므로 주로 깊은
지지와 도움, 나눔, 통합 조정에 적합합니다.27) 즉 조직력에 유리합니다.
약한 연결은 일시적으로 또는 느슨하게 관계하므로 주로 얕은 지지와 새로
25) 커넥터는 말콤글래드웰의 ‘티핑포인트’에서 소개한 개념입니다. 우리말로 마당발에 해
당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6)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225~226쪽

그렇지만 돈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점프를 할 때, 그 거리는 사람의 움직임에 관한 이전
의 모형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점프의 형태들은 프랑스
수학자 폴 피에르 레비의 이름을 따 시적으로 ‘레비 비행’이라 부르는 수학적 패턴을 따른다.
...중략... 여러 차례의 짧은 점프들 사이에 긴 점프가 간간이 섞여 있는 레비 비행은, 각각의 점
프가 거의 비슷한 크기이고 방향이 제멋대로인 무작위 행보(랜덤워크)와는 사뭇 다르다.
27) 사회 네트워크 분석, 손동원, 경문사, 2005

이(지원효과)는 네트워크에 의해 맺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원, 물질적 지원, 조언 및
충고 등의 효과를 말한다. 한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strong tie)를 맺고 있으
면 이러한 지원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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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정보 및 연결에 적합합니다.28) 29) 반면 통합 조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
니다.30) 즉 창의성에 유리합니다.
결국 조직력과 창의성을 조합해야 할 경우에는 둘 다를 가진 작은세상 네
트워크가 효율적입니다.31)

생태체계에는 약한 연결이 있고, 강한 연결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약한 연결과 강한 연결은 기능이 다릅니다.32) 연결에 따른 기능
28) 사회 네트워크 분석, 손동원, 경문사, 2005

약한 연결은 어쩌다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참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획득’효과를 가
지며
29) 링크-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A.L.바라바시, 동아시아, 2002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싶으면 우리는 약한 연결을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관리직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듣게 되는 것은 약한 연결을 통하는 경우(27.9%)가 강한 연결을 통한
경우(16.7%)보다 훨씬 많다. 약한 연결 또는 그냥 아는 관계는 외부 세계로의 다리 역할을 하
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가장 밀접한 친구들과는 다른 곳에 있으므로 색다른 소스로부
터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30)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249쪽

함께 일한 적이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약한 연결들로 이루
어져 있었다. 정반대로 이전에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집단 역시 그들이
만든 뮤지컬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집단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창조적인
투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에 함께 일할 때 썼던 것과 똑같은 아이디어를 재탕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이 양자의 중간에 위치한 집단들은 새로운 팀원들의 다양성과 기존에 형성
된 관계의 안정성이 결합돼 좋은 성과를 냈다. 작은 세계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네트워
크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31)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251쪽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과학적 협력은 서로 다른 장소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 편
한 작은 세계 형태의 조직에서 최고의 능률을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32) 사회 네트워크 분석, 손동원, 경문사, 2005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준다는 강한 연결의 장점은 약한 연결에서는 매우 얻기 힘든 것이며,
또 신선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약한 연결의 장점은 강한 연결에서는 얻어질 수 없는 특징이다.
어찌 보면 강한 연결의 장점이 바로 약한 연결의 약점이며, 약한 연결의 장점이 바로 강한 연
결의 단점이 된다.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기서
얻는 실용적인 시사점은 어려울 때 도움을 얻고자 하면 강한 관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면 약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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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다면, 생태체계에서 먼저 관심둘 관계는 강한 연결입니다. 사회
사업은 우선 생태체계 내 강한 연결을 살립니다.
그렇다고 약한 연결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강한 연결만으로는 어렵습니
다. 약한 연결이 있어야 취업 정보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
니다. 또 약한 연결이 있어야 기존 생태체계가 해체되었을 때 새롭게 강한
관계로 발전시킬 예비 관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한 연결로 다른 연결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사업은 약한
연결과 강한 연결의 각 기능을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비중을 가지
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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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약한 연결과 지역 공생성

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사생활privacy이란 현대인에게는 당연한 개념이지만, 근대에 들어서야 비로
소 획득한 개념입니다.
18세기 개인은 국가로부터 자기 삶의 자유를 획득합니다. 19세기 개인은
공동체로부터 자기 삶의 자유를 획득합니다. 20세기 개인은 가정으로부터
자기 삶의 자유를 획득합니다. 이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가정
에서 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차 사생활을 확보한 역사라 할 수 있습니
다.
현대인은 개인 공간, 개인 자유를 당연시 합니다. 사생활이 없는 사회를 상
상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사생활이 강해지면 공생성은 약해집니다. 과거 사회는 공동사회였습
니다. 이를 퇴니스Ferdinand Tönnies는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사생활이 강해지면서 이익사회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 계약을 맺고 관계합니다. 퇴니스는 이런 사회를 게젤샤프트
라 명명합니다.33)

Gesellschaft

33) 현대사회에서의 지역공동체 의미와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 문화(생태)지향형 지역발전
모델과 공동체 거버넌스, 김영정,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전략 모색 토론회, 국토연
구원, 2007

퇴니스는 정서적 결속력이 강한 Gemeinschaft를 혈연적인 가족, 지연적인 이웃, 그리고 우
정적인 친구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누었다. 이들은 모두 정서적 결속력과 공동체의식, 즉 <우
리>의식이 강한 집단들이다. 그러나 Gesellschaft의 속성은 전혀 다르다. 구성원들은 개별화
된 개체일 뿐, 본원적인 유대와 결속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특정의 '가치'를 통해
서만 관계를 맺는다. 그들이 숭상하는 가치는 '질적 가치(worth)'가 아닌 '양적 가치(value)'
이다. 양적 가치가 매개된 인간관계는 이해와 타산에 근거한다. ......중략......
퇴니스의 주장은 그대사회에서의 공동체 상실 현상을 지적한 이른바 '공동체 상실론
'(community lost)의 근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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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생활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익사회
가 강해질수록 현대인은 공생을 모색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은 어떻게 공
생성을 충족할까요? 공동사회로 돌아갈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전 공동사회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이전 공동
사회로 돌아가려면 사생활을 대폭 포기해야 하는데, 한번 사생활을 누린
세대가 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현대인은 확대된 사생활과 자유를 지키면서 부족한 공생성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로써 찾은 방법이 약한 연결입니다.

나. 교통 통신 발달과 지역 공생성 약화
과거에는 거리 제약으로 지역사회 단위로 관계를 형성·유지했습니다. 관계
는 주로 강한 연결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물리적 거리에서 자유롭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로 불리는 강
력한 도구가 제공되면서, 지역사회를 벗어나 국내외 어느 지역 사람과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즉 약한 연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약한 연결은 크게 늘어났으나, 한 사람이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관
계의 수는 일정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미국의 경우, 가깝게 관계하는 사람
은 평균 4명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12%는 가까운 사람이 한 명도 없
었으며, 5%는 8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를 사회학자 피터 마스던은 핵심 논
의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34) 영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던바Robin Dunbar는 개
인이 사회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숫자에는 한계가 있다고
34)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41쪽
최근에 우리는 무작위로 뽑은 미국인 3000명 이상에게 이 질문들을 해보았다. 조사 결과, 평
귝적인 미국인은 가까운 사회적 접촉을 하는 사람의 수가 4명이었으며, 2~6명인 사람이 가장
많았다. 안타깝게도 미국인 중 12%는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거나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
람을 단 한 명도 대지 못했다. 반대로 5%는 그런 사람이 8명이나 있엇다. ... 중략 ... 사회학자
피터 마스던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집단을 ‘핵심 논의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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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합니다. 100명에서 230명으로 설명하였고, 통용되는 값은 150명입니
다.35)

그렇다면 관계의 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광역으로 약한 관계가 추가되면 지
역사회 공생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지역사회에서 네 명과 관계하던 사람이 광역사회에서 두 명과 약
한 관계를 새롭게 맺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광역 관계가 두 개가 늘어
난 만큼 지역사회 관계는 어느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소셜 네트워크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다음과 같은 풍자가 유행했습니
다. ‘소셜 네트워크는 먼 사람은 가깝게 해주고, 가까운 사람은 멀게 만든
다.’ 의미심장합니다. 약한 연결의 확산과 강한 연결의 약화를 잘 드러낸 풍
자인 셈입니다.
광역사회
공생관계 = 2
지역사회
공생관계 = 4
1

지역사회
공생관계 = 2

4
1
2

3

3
4
2

35) http://ko.wikipedia.org/wiki/던바의_숫자

던바의 숫자(Dunbar's number)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말한다. 100에서 230사이로 제안되었고 통용되는 값은 1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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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갈망과 관심 네트워크
사람들은 약한 연결을 급격히 늘려 공생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
면 정작 마실 물이 귀해지듯, 약한 관계가 팽창할수록 정서관계 갈증이 오
히려 심해집니다. 약한 연결이 많아지면 커뮤니케이션 질은 떨어집니다.
약한 연결이 아무리 많아도 강한 연결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아무리 풍성해도 그 내용이 주로 이익관계라면 관계 속에서도 관계
를 갈망합니다. 정서관계를 찾아 헤맵니다. 사람은 정서적 교감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결국 동일 관심사를 가진 관계에 주목합니다. 이익관계 속에서도 동일 관
심사를 가진 사람과는 강한 관계로 발전시킵니다. 약한 연결 속에서도 동
일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는 강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생태체계를
재편합니다.

라. 지역이 다시 중요해지는 이유
사람들은 관심사에 따라 생태체계를 재편하는데, 이 때 관계 질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면입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과
정을 통해 관계의 질을 단기간에 단절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하려면 지역이 중요합니다. 교통이 아무리 발전해도 거리가 멀
면 자주 대면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지역이면 쉽게 대면할 수 있으나, 거리
가 멀수록 어렵습니다.36)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지역별 모임이 활성화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약
36) 네트워크 혁명, 그 열림과 닫힘, 홍성욱, 들녘, 2002

이론적으로는 네트워크 기술에 의한 시공간의 축약 때문에 사람이나 회사가 어떤 곳에 위치
하고 있는가는 별로 상관없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
중략 ......
역설적이게도, 물리적 거리는 네트워크를 통해 시공간이 축약되면 축약될수록 더 중요해진
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쉽게 연결할수록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얻는 살아 있는 정보의 귀중함이 배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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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결이 강한 연결로 발전할 때 지역에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번개로 모이면, 서울 인근에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면이 지역
에 제한됩니다. 결국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지역별로 관계가 깊어집니
다.

의사소통 매체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소통 매체는 행동, 언어, 문자 등이
있는데, 행동, 언어 등에 비해 비교적 새롭게 발전한 매체인 문자는 상대적
으로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행동, 언어를 통해 공감합
니다. 공감이 일어나야 강한 연결, 깊은 관계로 발전합니다.37) 이런 특성으
로 인해 온라인 친구 중에도 오프라인으로 만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관계의 깊이가 다릅니다.

온라인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온라인 또한 자주 교류하는 사람은 150명으
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에 기반한 생태체계
가 온라인에 나타나는 방식은 앞으로도 여전할 겁니다.38) 결국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는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을 온라인으로 표현하고 보완하는 수
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37)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394쪽

모든 실험 대상자는 학생이나 전기 충격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학생의 반응을 보고 들으면 학생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반응했다. 가상 학
생이 질문을 좀 더 큰 소리로 말해달라고 하면, 실험 대상자는 질문을 크게 읽어주었다. 학생
이 고통을 호소하면, 많은 실험 대상자는 옆에 앉아 있는 연구자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 연구자는 “원하면 언제든지 멈춰도 되지만, 실험을 위해서는 계속
하는 게 좋아요.”라고 대답했다. 가상 학생을 보고 들을 수 있었던 23명의 실험 대상자 중 12
명은 실험이 다 끝나기 전에 멈춘 반면, 문자로만 의사소통을 한 11명 중에서는 단 1명만 멈췄
다.
38)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407쪽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는 근본적으로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것이다. 비록 소셜 네트
워크 사이트가 아주 약한 유대 관계로 남아 있었을 사람들(이전의 룸메이트나 고등학교 동
창, 파티에서 잠깐 만난 사람 등)과 접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지만, 모르는 사람을 새로 만나
는 방식으로 조직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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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연결, 이익 관계를 강한 연결로, 공생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시
지역사회, 마을, 동네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지역사회, 마을, 동네는 관계
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생관계, 공감관계, 강한 연결을 만들어 갈 좋
은 기회입니다.
사회사업이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
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공생을 도모하는 이유는 단지 명분 때문만은 아
닙니다. 실용으로도 지역사회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사회사업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주목합니다. 지역
사회 관계와 상호작용을 살려 공생을 도모합니다.
다만, 이전에는 온 마을이 참여하는 '다함께'의 공생을 도모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 안에서 동일 관심사에 따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공생하
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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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단계 분리와 3단계 영향

가. 생태체계는 자신이 조절한다.
사람은 자신의 생태체계를 스스로 조절합니다. 몇 명과 연결할지, 그들 사
이를 얼마나 촘촘히 연결할지, 자신을 얼마나 중심 위치에 둘지 자신이 조
절합니다.39)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거나 끊어집니다. 동시에 관계는
새롭게 맺을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맺는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보다 많으
면 생태체계는 풍성해집니다. 반면 관계를 맺는데 소원하면, 시간이 흐를
수록 생태체계는 엉성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다른 사람보다 핵
심 관계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소극적이거나 어
려우면 생태체계가 빈약해집니다.40)

나.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상호작용한다.
사람들은 6단계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상보다 사람 사이의 단계가 가
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3단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즉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영
향이 미친다는 뜻입니다.41) 얼핏 보면 영향력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

39)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39쪽

사람들은 늘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개조한다. ...중략... 첫째, 자신
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을 맺을 것인지 결정한다. ...중략... 둘째, 우리는 친구들과 가족들
의 상호 연결에 영향을 미친다. ...중략...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중심성을 조절한
다.
40)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41쪽
1980년대에 미국인 1,53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마스던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핵심 논의
네트워크의 크기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는 그 크기에 남녀 차이가 없으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그 크기가 거의 두 배에 이른다는 결과를 얻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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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친구가 10명씩만 있어도, 친구 10명에게, 그 친구의 10명씩에게, 그 친
구의 10명씩이므로 1,000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특히 던바의
수 150명을 생각하면 영향력은 예상보다 큽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잘 연결되어 있고, 생각보다 영향력이 강합니다.

행복
내가 행복하면, 친구는 15%, 친구의 친구는 10%,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6% 행복감이 상승합니다.42) 특히, 내가 행복하면 1.6km 내 친구는 25%
행복감이 상승합니다.43)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는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고 또 행복한 사람이 나와
친구를 맺습니다. 어느 덧 끼리끼리 모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과 상관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주변에 많아질수록 중심성이 높아져 점점
더 행복해 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친구 상태와 무관하게 친구가 많으면 행
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친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보통 돈 즉 수입이 많아지면
2% 정도 행복감이 증가합니다.44) 반면, 지난 6개월 사이에 한 친구가 행복
41)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54쪽

우리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의 전파는 ‘3단계 영향 규칙Three
Degrees of Influence Rule'을 따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우리의 네
트워크를 통해 파도처럼 물결치며 나아가면서 친구(1단계), 친구의 친구(2단계), 심지어 친
구의 친구의 친구(3단계)에게 영향을 미친다.
42)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89쪽

네트워크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접 연결된 사람(1단계 거리에 있는)이 행복
할 경우 당사자가 행복할 확률은 약 15% 더 높아진다. 행복의 확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단계 거리에 있는 사람(친구의 친구)에 대한 행복 확산 효과는 10%이고, 3단계 거리에 있는
사람(친구의 친구의 친구)에 대한 행복 확산 효과는 약 6%이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그 효과
가 거의 사라진다.
43)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93쪽

우리는 1.6km 안에 사는 친구가 행복하면, 그 사람도 덩달아 행복할 확률이 약 25% 증가한다
는 걸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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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질 확률은 약 45% 증가합니다.45) 여기에 더하
여 행복한 친구가 추가되면 9% 정도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불행한 친구가
추가되면 행복감은 7% 정도 줄어듭니다.46) 관계는 돈 보다 더 높게 행복감
에 영향을 줍니다.
단, 친구에 의한 행복감은 유통기한이 1년입니다. 만약 1년마다 생태체계
내 다른 친구가 돌아가며 행복하다면 나의 행복감도 계속 갱신할 수 있습
니다.47)

고독감과 우울감
고독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2~4년 안에 친구 8%를 잃습니다.48) 친구를
잃으면 더 고독감이 증가하고, 고독감이 증가하면 또다시 친구를 더 많이
잃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고독감 또한 행복감과 마찬가지로 3단계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우울하
44)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90쪽
1984년에 5000달러(2009년 가치로는 약 1만 달러에 해당함)를 추가로 더 받을 경우 그 사람
이 행복을 느끼는 비율은 겨우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돈을 조금 더 버는 것보다는 행
복한 친구와 가족이 있는 편이 행복을 느끼는 데에는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45)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96쪽

우리의 연구에서는 지난 6개월 사이에 한 친구가 행복해졌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질 확률은
약 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6)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91쪽

우리는 행복한 친구가 한 명 추가될 때마다 그 사람이 행복해질 확률은 약 9%씩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불행한 친구가 한 명 추가될 때마다 행복해질 확률은 약 7%씩 감소한
다.
47)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97쪽

친구의 행복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는 겨우 1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로또 복권 당첨
자들이 새로 얻은 부에 금방 익숙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행복한 친구에게 금방 익숙해진다.
그러나 각각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친구들이 행복해진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자
극을 주어 우리의 행복 수준을 자연적인 수준보다 더 높이 유지해줄 수 있다.
48)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99쪽

항상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은 2~4년 동안 평균적으로 친구들 중 약 8%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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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친구는 52%, 친구의 친구는 25%,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15% 우울감이
증가합니다.49)
고독하고 우울한 사람일수록 전체 생태체계에서 외곽에 떨어져있을 가능
성이 높습니다. 연결도 엉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도록, 고독감을 줄이려면, 일단 주변인이 많아지도록 돕
고, 주변인이 행복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체 생태체계에 편
입되고 중심에 가까워지도록 돕습니다.50)

결혼
드라마틱하게 연인을 만난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전혀 연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연을 가장해서 자신의 생태체계 안
에서 연인을 만납니다.
친구의 친구 또는 느슨한 관계에서 배우자 또는 애인을 만나는 경우가
68%입니다.51) 우연인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친구의 친구 또는 느슨한 관
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태체계가 광역사회로 바뀌었습니다.52) 1960년대 집근처에서 연인을 만
49)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100쪽

전체 네트워크는 여러분과 직접 연결된 사람(1단계 거리)이 고독감을 느낄 때 여러분이 고독
감을 느낄 가능성은 52%나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단계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는 25%이고, 3단계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는 약 15%이다. 4단계 거리에 있
는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여 3단계 영향 규칙을 확인시켜준다.
50)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101쪽

만약 우리 사회의 고독감과 맞서 싸우고자 한다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복구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 그들을 도움으로써
고독감에 대한 보호 장벽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은 전체 네트워크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아준
다.
51)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112쪽

조사 대상자 중 약 68%는 자신이 아는 사람의 소개로 배우자나 애인을 만난 반면, ‘자기 소개’
를 통해 만난 사람의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원 나이트 스탠드처럼 단기간의 섹스 파트너조
차 53%는 누군가의 소개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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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비율은 15~20%였으나, 1984년 집근처에서 연인을 만난 비율은 3%로
떨어졌습니다.53) 이를 세대별로 평생 이동한 범위를 살피면, 더욱 극명합
니다. 세대는 가로세로 40km 였다가, 다음 세대는 400km, 4,000km,
40,000km, 400,000km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54) 그럼에도 자신의 생태
체계 내에서 구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결국 실제로는 생태체계에서 연인
을 만나되, 광역화로 인해 먼 거리에서 연인을 만나 우연하게 만났다고 느
끼는 것에 가깝습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는 비슷한 배우자를 만난 경우가 72%입니다.55) 생태체
계는 기본적으로 유유상종의 성향이 있습니다. 결국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
로 만나되, 생태체계는 비슷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체계가
풍성하면 연인도 잘 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생태체계 내에서는
경쟁자도 존재합니다. 사람은 남들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합니다. 그런 점

52)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399쪽

운송 기술의 발전으로 이동성의 패턴에 일어난 변화였다. 지난 200년 동안 인구는 7배로 늘
어난 반면, 이동성은 1000배 이상 증가하여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치는 일이 더 늘어났다.
53)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116쪽

예를 들면 1914년부터 1960년까지 15~20%의 사람들은 미래의 배우자를 집 근처에서 만났
다고 대답했지만, 1984년에 이 비율은 3%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현재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지리적 거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가 감소한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54)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400쪽

사람들의 이동성에 일어난 변화는 역학자 데이비드 브래들리가 자신의 계보를 조사하면서
실시한 연구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다. 브래들리는 20세기 초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의 여행 패턴을 자세하게 추적해보았다. 증조할아버
지는 영국 중부의 노샘프턴셔 주에 있는 마을에 갇혀 살았으며, 지표면 위에서 가로 세로
40km에 이르는 사각형 범위 밖으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런던으로 여행
한 것을 비롯해 여러 곳을 여행했지만, 영국 남부 지역에서 가로 세로 400km의 사각형 안에
서 살아갔다. 아버지는 유럽 전역을 여행하면서 한 변이 4000km에 이르는 사각형 안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고, 브래들리 자신은 원주가 4만 km에 이르는 지표면 위의 곳곳을 밟으며
온 세계를 돌아다녔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브래들리의 가계는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여행
범위가 10배씩(면적으로는 100배씩) 증가했다. 이런 추세를 계속 잇는다면, 브래들리의 아들
은 우주로 나가게 될 것이다.
55)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119쪽

결혼한 부부 중 72%가 동질성(여러 가지 성격 특성에 대한 간단한 측정을 바탕으로 한)을 보
이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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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정인에게 짝사랑하는 대상이 특정인에게 몰리는 현상 또한 생태체
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결혼과 수명
아내 사망 후 남편 사망률은 6개월 동안 40% 증가합니다.56) 그 후 다시 원
상 복귀하지만 배우자의 상실이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하면
남자는 7년, 여자는 2년 수명이 증가합니다.57) 남자는 결혼 후 무모하고 어
리석은 행동이 감소하여 사망률이 낮아집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커지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자제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보통 남
자는 아내를 통한 정서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일가 친척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주로 아내가 담당합니다. 그렇
게 생태체계를 유지하다가, 아내가 사망하면 아내만 잃는 것이 아니라 아
내를 통한 정서적 관계망도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 관계망 단
절이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58)

비만, 금연 등
생태체계 내 규범이 퍼지면, 증상으로 행태가 나타납니다. 내가 비만이면,
내 생태체계 또한 비만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59) 절친이 비만
56)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138쪽

논문 저자들은 아내가 사망한 뒤 6개월 동안 사망률이 기대치보다 40% 더 높아졌다가 그 직
후에 다시 기대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57)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141쪽

통계 분석에 따르면, 결혼한 남성 1만 명과 여성 1만 명을 무작위로 선택해 그들의 사망 시점
을 장기간 추적할 경우, 남성의 수명은 7년이 늘어나는 반면, 여성의 수명은 2년 정도 늘어난
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 효과는 웬만한 의학적 도움보다도 훨씬 낫다.
58)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142쪽

성별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릴러드와 웨이트는 결혼이 남성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주요 원인
은 아내를 통한 사회적 지원과 더 넒은 사교계와의 연결이란 사실을 알아냈다. 그에 못지않
게 중요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결혼하고 나서 ‘어리석은 미혼남의 기행’을 포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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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나 또한 비만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60) 내가 비만이면 절친 또한 비
만해질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이는 생태체계에 ‘많이 먹어도 괜찮다’, ‘이
정도 몸매도 괜찮다.’는 규범이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비만인 절친을 만나
면, 너도 더 먹으라고 권유를 받고, 비만인 절친에 비해 나는 아직 준수하다
는 인식이 퍼지면서 폭식에 수용적으로 바뀝니다. 이 결과로 비만해질 가
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 조절, 금연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태체계를 관리, 활용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친구의 친구까지 초대한 후 체중조절, 금연에 대한 규범을 확산시
킵니다. 운동을 한다는 규범, 소식을 한다는 규범, 금연 및 금연을 하도록
조력해야 한다는 규범 등을 확산시킵니다. 생태체계 내 체중조절, 금연에
긍정적인 규범이 확산될수록 자신도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9)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179쪽

그러나 비만이 퍼져나가는 방법은 모방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
며,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식사량이나 운동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
을 보니 체중이 불어나고 있다면, 허용할 수 있는 체중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다. 많은 사람
의 체중이 불어나고 있다면, 과체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변할 수 있다. 이 때 사람들 사이에
서 전파되는 것은 사회과학자들이 규범이라 부르는 것인데, 여기서 규범은 무엇이 적절한지
에 대해 사람들이 공유하는 기대를 말한다.
60) 행복은 전염된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김영사, 174쪽

만약 상호 절친이 비만해진다면, 나도 비만해질 위험이 약 세 배나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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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생태체계 관점에 충실한 생태도 개념

가. 위상구조와 공생 기능
사람은 생태체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접 상호작용하는 구성원과의 관계
뿐 아니라 구성원 간 관계망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아래 그림에서 생태체계의 중심인 개인과의 연결선(점선) 뿐 아니라, 생태
체계 구성원 간의 연결망(실선)까지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생
태체계 또한 당사자가 포함된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61)

생태체계가 어떤 위상구조를 가지느냐에 따라 공생 기능 또한 영향을 받습
니다.62) 특히 위의 그림에서 가운데 당사자와의 직접 연결(점선)을 제외
61) http://homes.chass.utoronto.ca/~wellman/publications/globalvillage/net.gif 에
서 인용
62) 링크-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A.L.바라바시, 동아시아, 2002

우리는 이 장에 기술된 연구 결과들을 훑어보면서 위상구조, 견고성, 취약성 등이 별개로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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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생태체계의 위상구조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몇몇 구성원을 제외하면 척도없는 네트워크 즉 허브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
크에 가까우며, 정보가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조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
다.

반면 아래 위상구조는 어떠합니까? 생태체계가 위와 같이 조밀하지 않고,
매우 느슨하거나 분절적입니다.

조밀한 네트워크 구조와 느슨하고 분절적인 네트워크는 구조가 다릅니다.
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복잡한 시스템들은 제각기 아킬
레스건을 지내고 있다. 우리는 위상구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허브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것은 허브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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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생태체계의 기능 또한 다릅니다.

나. 생태체계 관점에 충실한 생태도
생태체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란 당사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관계만 의
미하지 않습니다. 생태체계 구성원 간의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생태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위상구조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기존 생태도는 생태체계의 위상구조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와 구성원 간의 직접 관계에만 주로 초점을 둡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방적
으로 어떤 자원을 얻는지만 표현하는데 머뭅니다. 이는 생태도 보다는 자
원도에 가깝습니다.

63)

반면 네트워크를 통해 위상구조의 지식을 얻은 사회사업은 생태체계를 파
63) 사회복지실천 기법과 지침, B 셰퍼 C.호레이시 G.호레이시, 서울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
역, 나남출판, 1998. 394쪽 생태도 예시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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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할 때 당사자와의 직접 관계만 고려하지 않습니다. 생태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고 구성원 간의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64)

64) 현장에서 생태도를 이와 같이 그려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려면 소모만
클 뿐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주민도 자신의 개인적 관계까지 다 공개하기 어
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기도 어렵고 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이 글은 사회사업이 생태체계 네트워크 모델로 설명할 경우, 사회사업이 어디까지 고
려하고 관여해야 할 것인가를 개념적으로 설명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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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생태체계의 안정성 조건 1

가. 쉽게 붕괴되는 네트워크 외곽
네트워크에서 약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트워크라 하더라도 중앙이 있
고, 외곽이 있습니다. 중앙으로 들어갈수록 연결망이 다수일 뿐 아니라 복
잡하게 중첩될수록 중앙에 위치합니다. 반면, 연결망이 엉성하고 단순할수
록 외곽에 위치합니다. 결국 네트워크는 외곽부터 붕괴되는 경향을 가집니
다.
사회 네트워크에서 외곽에는 어떤 사람이 자리할까요? 연결망이 적은 즉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적은 사람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연결
망이 많은 사람은 전체 네트워크의 중앙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인터넷 네트워크입니다. 외곽으로 갈수록 링크 수가 점점 줄어들고
단순해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위치는 연결망의
크기와 상관합니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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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트워크는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모이고 연결하려는 성향을 나타냅
니다. 연결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즉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서로 모
이고 연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의 중심을 형성합
니다. 이를 사회 네트워크에서는 유유상종 효과라 합니다.66)
네트워크에서 유유상종의 효과가 커질수록 중심이 견고해지고 그만큼 연
결망이 적은 사람들은 네트워크 외곽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네트워크는 구조상 연결망이 적은 외곽부터 무너지는데, 사회적 자본
이 많은 사람은 생태체계의 크기가 클 뿐 아니라 유유상종으로 서로 연결
되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크고 안정적인 생태체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
다. 게다가 전체 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여 더욱 안정적일 위상을
갖습니다.
반면 사회적 자본이 적은 사람은 사회 네트워크 외곽에 위치하기 때문에
개인으로도 작고 불안정한 생태체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전
체 사회 네트워크의 외곽에 위치하여 분리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상을 갖
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의 정도에 따라 전체 네트워크 위치 뿐 아니라 개인 네
트워크의 안정성도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반대의 영향도 존재합니다. 네
트워크 위치가 어떠한가에 따라 사회적 자본도, 개인 네트워크의 안정성도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돌고돌아 어떤 방향으로든 증폭될 가능성이 높습니
다.

65)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d/d2/Internet_map_1024.jpg에
서 이미지 인용
66) 링크-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A.L.바라바시, 동아시아, 2002

사람들은 친근함, 안전, 익숙함 등을 주는 파벌(clique)과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하고자 하
는 태생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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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척도없는 네트워크에서는 외곽 노드가 떨어져도, 전체 네트워크 구
조에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적은 사람이 전체로부터 분리되어도 어느 수준까지는 크게
문제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네트워크 중앙에서는 이 상황을 잘 모르거나
작은 문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외곽부터 무너지는 것이 지속되고 많아질수록 점차 임계점에 다다
르고, 전체 네트워크는 어느 순간부터는 빠르게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임계점 이전까지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임계
점 자체가 존재함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나. 네트워크 유지와 사회사업 역할
사회사업을 네트워크 관점으로 살펴보면, 사회사업은 관계와 상호작용을
살려 당사자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외곽에서 분리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소
속되도록 합니다. 사회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외곽의 붕괴를 막아 전체 네
트워크 자체를 안정 또는 재구조 하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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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생태체계의 안정성 조건 2

가. 위상구조와 사고 안정성
공생성을 도모하려면 우선 생태체계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67) 생태체계
가 쉽게 붕괴되거나 해체되면 이는 공생성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생태체계가 어떠한 위상구조를 가질 때 안정성을 가질까요?
다음은 무작위 네트워크의 견고성에 대한 그림입니다. 특히 사고로 노드가
기능을 못하여 연결 즉 링크를 잃는 경우입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총 9개의
노드가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사고 이전인 왼쪽과 사고 이후인 오른쪽 그림을 비교하면 9개의 노드가 사
고를 당하자 네트워크 대부분이 해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68)

이번에는 척도없는 네트워크의 견고성에 대한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9
개의 노드가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67)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인간관계 네트워크에서는 어떠한 사고로 한 사람이 은퇴하거나 죽는다면 하나의 노드뿐만
아니라 이 노드에 물려 있던 모든 링크가 없어지게 된다. 안정된 네트워크라면 그 일부가 없
어지더라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변화에 부딪혀도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탄력성(resilience)이라고 한다.
68)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파괴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전체 구성요소의 28퍼센트가 파괴되자 임의
네트워크는 고립된 하부네트워크들의 집합으로 전락했다. 컴퓨터 가운데 72퍼센트는 여전
히 아무 문제없이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가 산산이 와해되었기 때문에 소수
의 컴퓨터들 사이에서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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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네트워크의 경우와 같이 9개의 노드를 잃지만, 전체 네트워크의 위
상구조에는 큰 붕괴가 없습니다. 물론 작은 해체는 있지만 전체를 해체시
킬 정도까지는 아닙니다.69)

척도없는 네트워크는 허브가 있습니다. 무작위 네트워크는 대부분이 비슷
한 링크 수를 가지지만, 척도없는 네트워크는 소수의 특정 허브가 다수의
링크를 가집니다.
따라서 사고의 경우 소수인 특정 허브가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낮아 위상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사고에는 강하
지만, 특정 허브만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70)

나. 위상구조와 공격 안정성
이번에는 공격에 견고한 구조를 살핍니다. 다음은 척도없는 네트워크에 사

69)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전체 구성요소의 5퍼센트가 파괴될 때까지도 네트워크의 지름에는 변화가 없었다. 공격을
받아 와해될 때에도 재앙에 가까운 붕괴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노드의 절반 가량이 제거
되었을 때조차 나머지는 여전히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이어져 있었고, 갑작스러운 붕괴 대신
여전히 단단한 바위 표면에서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내리는 식으로 조금씩 떨어져 나갔다.
70) 링크-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A.L.바라바시, 동아시아, 2002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볼 때, 척도 없는 네트워크는 장애에 대해 취약하지 않다. 그
러나 바로 그 장애관리 능력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외부 공격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한다.
즉,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제거하면 급격하게 네트워크가 해체되고 커뮤니케이션
이 단절된 수많은 작은 섬들로 분리된다. 요컨대 척도 없는 네트워크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
해 아킬레스건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내부의 장애는 잘 관리해 나가지만 외부의 공격에는
취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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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닌 공격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9개의 노드를 공격
하지만, 주로 허브만을 공격합니다.

사고와는 다르게 위상구조가 크게 해체됩니다. 다수의 링크를 가진 소수가
집중 공격을 받아 전체 위상구조도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71)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위상구조의 견고성 즉 안정성은 무작위 네트워크보
다 척도없는 네트워크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척도없는 네트워크라 해도
허브만을 선별하여 공격하면 이 또한 취약합니다.

다. 관계를 살려 안정적 생태체계 구성
척도없는 네트워크에 가까운 생태체계는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요?72)

71)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무작위적 공격이 아닌 앞서 이야기한 허브와 같은 중추적인 부분에 집중적인 공격이 가해진
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1월 25일 오후, 서울 한국통신
(KT) 혜화전화국 DNS 서버가 다운되면서 최악의 인터넷 불통사태가 빚어졌다. 원인은 KT
혜화 전화국이 우리나라 전체의 국내 통신망과 해외 통신망을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하는
관문국이기 때문이었다.
72) 링크-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A.L.바라바시, 동아시아, 2002
장애에 대한 견고성이야말로 무작위 네트워크와 구별되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만의 특성인
것이다. 인터넷, 월드와이드웹, 세포 및 사회적 네트워크 모두 척도 없는 네트워크라는 점에
서 볼 때, 우리가 행한 실험을 통해 이들 시스템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는 정상상태로의 복
구능력이 네트워크의 위상구조에 따른 내재적 속성이란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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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려할 사항은 사회사업이 대상으로 삼는 생태체계의 경우 공격으로
붕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는 사고로 생태체계 붕괴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붕괴된 생태체계를 복원하려면,
첫째, 생태체계 구성원이 일정 수 이상으로 많아야 합니다. (다수) 구성원
이 너무 적으면 사고든 공격이든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생태체계 구성원 간의 상호 관계를 조밀하게 구성하여 우회경로를
구성합니다. (조밀)
셋째, 생태체계 내 각 하위 그룹을 연결해 주는 복수의 마당발이 존재하도
록 하여 다종성을 확보합니다. (다종)
즉, 아래 그림에서 보듯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상구조를 형성할수록 훨씬
안정적인 생태체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이 원리를 고려한다면, 사회사업은 생태체계 구성원 간의 관계를 살려야
합니다. 너무 적지 않은 다양한 구성원이, 가급적 상호 조밀하게 관계 맺도
록 합니다. 이로써 생태체계가 안정적 구조를 갖추도록 합니다.73)

73) 링크-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A.L.바라바시, 동아시아, 2002

장애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시스템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고도의
상호연결성을 가진 복잡한 네트워크에 의해 시스템 기능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 중략 ......
사회적 일탈을 치유하고 정상적으로 복구시키는 힘은 그물처럼 얽혀있는 사회적 그물망이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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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생태체계 공생수용능력 1 : 소수와 다수

가. 공생수용능력
생태체계는 감당할 수 있는 공생 수준이 있는데, 이를 생태체계의 공생수
용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생수용능력은 구성원이 가진 공생수용능력의 합과는 다릅니다. 생태체
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공생수용능력이 달라집니다.

나. 부담의 분산
생태체계 구성원이 소수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공생수용능력이 달라집니
다.
생태체계의 구성원이 다수일 때는 공생수용능력이 증가합니다. 부담이 커
도 여러 사람으로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생태체계는 안정적
으로 유지됩니다.74)

74)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어떤 이유로 인해 한 먹이의 개체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포식자는 부득이하게 그 종의 개체
수를 더 줄이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다른 종으로 관심을 돌릴 것이다. 어쨌거나 남은 14가지
종이 개체 수도 많을 테니 사냥하기도 그만큼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관심을 다른 종으로
돌림으로써 포식자는 계속해서 먹이를 사냥할 수 있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도 개체 수 회복
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약한 연결고리는 위험한 변동의 수위를 낮추는 역할을 한
다. 이를테면 생태계 커뮤니티가 지닌 자연적인 압력 조절 밸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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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태체계의 구성원이 소수일 때는 공생수용능력이 줄어듭니다. 부
담이 커지면서 한 사람이 지는 부담이 커집니다. 부담을 느낀 구성원은 관
계를 끊고 생태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남은 구성원이 감
당해야 하는 부담은 더 커집니다. 점차 생태체계가 붕괴됩니다.

이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전환되면서 자녀 한 명이 지는 부양 부담이
절대적으로 커졌음을 비춰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태체계 공생수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사업은 생태체계 구성원을 다
수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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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생태체계 공생수용능력 2 : 단종과 다종

가. 다종과 중복성
생태체계 구성원이 다수라도 구성이 획일적이면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특히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는 문제에는 더욱 취약합니다. 구성이 다양해야
새로운 조합으로 창의적 해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이 획일적이면 위협이 발생해도 전체로 위기가 확대됩니다. 반면
구성이 다양하면 위협이 발생해도 위기가 일부에 국한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다종하기만 해도 곤란합니다. 중복성이 떨어지면 구성원 한
명만 잃어도 이를 대체할 구성원이 없습니다.
생태체계 공생수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사업은 생태체계를 다종으로
구성하되, 중복성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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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생태체계 공생수용능력 3 : 엉성과 조밀

가. 엉성한 연결과 조밀한 연결75)
생태체계 공생수용능력은 연결이 엉성한지, 조밀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결이 엉성하면 연결이 하나만 끊어져도 전체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우회경로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붕괴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 연결이 조밀하면 연결이 하나 끊어져도 전체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회경로가 있어 안정적입니다.
결국 같은 수의 구성원을 가진 생태체계도 연결이 조밀한 경우 즉 풍성하
게, 촘촘하게, 다양하게, 여러 갈래로 연결될 때 더 많은 공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76)

77)

나. 조밀을 이끄는 커넥터

75) 보통의 네트워크, 복잡계, 시스템이론 등 에서는 ‘빈약’, ‘조밀’ 단어 대신 ‘단순’, ‘복잡’ 단
어를 사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익숙한 용어로 대체하여 작성합니다.
76) 사회 네트워크 분석, 손동원, 경문사, 2005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에서는 행위자들 사이에 신뢰가 유지되고 협력이 발생하는 효과가 발
생한다는 주장이다. ...... 중략 ......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한 집단의 협력을 높이려고 한다
면 전략적으로 참여자들끼리의 관계밀도를 높이는 방안이 권장되기도 한다.
77) 사회 네트워크 분석, 손동원, 경문사, 2005

밀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간 관계의 응집정도이다. 한 네
트워크에 속한 행위자들이 서로 관계가 많을 때, 밀도가 높다고 한다.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
에 속한다는 자체는 서로 끈적한 유대관계를 가진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동료들
로부터 협력과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있다. 마피아 집단, 조직 폭력배 등이 대표
적인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 집단이며, 이 집단의 사회적 공헌과는 관계없이 그 곳에 속한 조
직원들은 동료로부터 엄청난 도움과 지원을 받는 그들만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바로 이점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토대이다.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에 속한다는 것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1) 감정적 지원, 2) 정보교류의 활성화, 3) 배신행위의 약화 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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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체계를 조밀하게 구성하려면 모든 구성원이 직접 연결을 크게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체계 규모가 커질수록 모든 구성원을 연결하
기란 불가능합니다. 가족, 한 학급, 작은 모임 정도에는 시도할 수 있으나,
그 이상 규모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실마리는 허브에 있습니다.
전체를 연결할 수 없다면, 허브와만 연결되어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적은
연결 몇 번으로도 크게 조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태체계를 안정시
킬 수 있습니다.78)

78)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다시 말해서 생태계에서 볼 수 있는 약한 고리의 우세 현상은 작은 세계 구조에서 나오는 것
이다. 이 구조 자체가 생물학적인 압력 조절 밸브가 되어 먹이망에 가해지는 부담을 분산시
키고, 어떤 생물체가 지나친 포식이나 경쟁으로 다른 종을 멸종시키는 것을 막는다. 이런 점
에서 귀족주의 성격의 작은 세계(저자 주 : 작은세상) 구조는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고 안정성
을 부여하는, 자연이 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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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허브 찾기와 공생의 창발

가. 창발과 임계점
생태체계는 창발합니다. 이 순간을 임계점critical point79) 80)이라 합니다. 유행
의 창조, 전염병의 창궐, 길거리응원, 재난유토피아의 창출 등이 창발에 해
당합니다.
임계점을 넘는 핵심은 확산속도입니다. 소멸 속도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면
새로운 질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소멸 속도가 확산 속도보다 빠
르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81) 이처럼 창발의 임계점은 확산속도가
핵심한데, 이는 ‘생태체계 전반을 얼마나 짧은 단계로 연결할 수 있느냐’와
같습니다.
우리는 앞서 네 가지 네트워크 모델을 살폈습니다. 그 중 네트워크 전반을
짧게 연결하는 모델은 작은세계 네트워크와 척도없는 네트워크입니다. 결
국 지름길, 허브가 있으면, 창발에 유리한 조건입니다.82)

83)

79)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은 이를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라 명명합니다.
80)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즉, 병에 걸린 사람이 새로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가 정확하게 평균 1명이라면 그 질병은 간신
히 현상을 유지할 것이다. 이를테면 생존의 한계점에서 연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한계점
을 넘어서면 질병이 폭발해서 많은 사람이 감염된다. 이 한계점에 못 미치면 그 질병은 차츰
세력을 잃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중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점이 바로
“티핑포인트”이다.
81)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복잡하게 뒤얽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전염병으로 퍼질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사라질 것인지의 사이에는 예리한 분기점이 존재하고, 어떤 질병이 언
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분명한 선이 있다. 여기서 따져봐야 할 문
제의 요점은 다른게 아니다. 한 사람이 감염된다면, 이 사람이 직접 병을 옮기는 사람은 평균
몇 명인가? 바로 이것이다.
계산은 아주 간단하다. 2차 감염자의 수가 1보다 크면 감염되는 사람의 수는 증가하고 전염
병이 창궐할 것이다. 하지만 1보다 작다면 병은 점차 사그라질 것이다.
82)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글래드웰은 고도의 연결성을 지닌 커넥터라는 존재가 영향력의 확산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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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브와 낮은 임계점
알레산드로 베스피냐니Alessandro

Vespignani

와 로무알도 파스토르-사토라스

Romulado Pastor-Satorras는 최근 연구에서 작은세계 네트워크와 임계점의 상관성

을 연구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허브가 지름길보다 임계점을 낮추는데 더 큰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허브는 임계점을 거의 바닥으로 끌어내립
니다.84)
따라서 생태체계 내 공생을 확산하려면 허브를 연결하여 임계점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며, 부작용 확산을 저지하려면 허브를 제거하고 임계점을 높이
는 것이 유리합니다.85)

86) 87) 88)

고 주장했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83) 링크-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A.L.바라바시, 동아시아, 2002

커넥터들은 우리의 사회 네트워크에서 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들은 경향과 유행을 만들며,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고, 유행을 전파하며, 식당을 개업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그들
은 서로 다른 인종, 교육 수준, 가문들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사회의 실과 같은 존재이다.
84)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장거리 연결고리와 커넥터 모두 질병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기 수월하게 해주는 게 분명하
다. 하지만 커넥터가 갖는 진정한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알레산드로
베스피냐니(Alessandro Vespignani)와 스페인의 물리학자 로무알도 파스토르-사토라스
(Romualdo Pastor-Satorras)는 최근 연구에서 커넥터의 효과가 훨씬 더 극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커넥터들은 티핑포인트의 높이를 약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거의 바닥으로 끌어
내렸다. 불평등한 네트워크에서 확산되는 질병에는 티핑 포인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질병
은 그냥 소멸되는 일 없이 언제나 터져 나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확산될 수 있다.
85)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커넥터가 제외된 후 남은 네트워크는 더 이상 불평등주의 성격의 작은 세계 네트워크가 아니
고, 당연히 티핑 포인트도 복원될 것이다. ...... 중략 ..... 그러나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커넥
터의 일부라도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질병을 퇴치할 가능성이 생긴다. 많지는 않지
만 특별한 그 소수를 치료하는 것에 질병 퇴치의 비밀이 숨어있을지 모른다.
86)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전염병에 걸린 대상들과 다른 대상들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감염된 노드와
건강한 노드를 잇는 링크를 없애는 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탄력성이 너무 좋은 네트워크에
서는 전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나 테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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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통찰을 활용한다면, 사회사업가는 부지런히 지역사회를 다니며 허브
를 찾습니다. 이로써 공생의 창발을 도모합니다.89)

전쟁은 결국 마약 공급자로부터 유통-소비자에 이르는 네트워크와, 테러리스트들의 네트워
크와의 싸움인데 끊임없이 우회로를 만들어가며 전파해가는 이들 네트워크의 탄력성을 미
국 정부가 당해내지 못하고 있다.
87) 넥서스 ;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마크 뷰캐넌, 세종연구원, 2006

보건 전문가들이 이런 특별한 소수에게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명백하게 합리적이다. ...... 중
략 ...... 불평등주의 성격의 작은 세계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커넥터들은 연결고리를 너무
나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이 전체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이 사람들에게 초
점을 맞추지 않는 치료 전략은 하늘에 대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전체 인구의
90퍼센트 이상이 면역성을 갖게 된다고 해도 질병은 아랑곳 않고 횡행할 것이다. 그러나 가
장 연결성이 뛰어난 일부만을 치료할 경우 질병을 억제해서 궁극적으로 소멸시킬 가능성을
갖게 된다.
88) 링크-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A.L.바라바시, 동아시아, 2002

마케팅 분야에서 흔히 ‘오피니언 리더’ ‘파워 유저’ 또는 ‘지도자’로 지칭되고 있는 허브는 특
정 제품에 대해 일반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행하는 개인들이다. 그
들은 다양한 사회적 접촉을 통해 가장 먼저 혁신가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데, 오히려 혁신
가 자신들보다 그들의 수용 여부가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기술혁신이 확산될 것인지를 가름
하는 관건이 된다. 만일 허브가 특정 제품의 사용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견고하고 영향력 있
는 장벽으로 작용하여 기술 혁신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반면에
허브 자신이 일단 수용하게 되면 그들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89) 링크-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A.L.바라바시, 동아시아, 2002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지만 아이디어, 기술 혁신 그리고 바이러스 등의 확산에 관해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허브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전혀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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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당사자의 생태체계에서 허브 찾기

사회사업 스스로 당사자 생태체계의 허브가 되면, 당장에는 자원을 획득
제공하는데 유익합니다. 하지만 사회사업이 관여를 줄이면 생태체계는 허
브를 잃습니다. 당사자의 생태체계는 급격히 불안해집니다. 이는 사회사
업이 도모하는 바른 생태체계가 아닙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 중심의 생태체계를 살립니다. 생태체계 내 허브를 찾아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야 사회사업이 관여를 줄여도 비교적 안정적이며 자
기완결에 가까워집니다.
재미있는 점은 당사자 중심의 생태체계를 도모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사회
사업도 허브가 됩니다. 당사자의 생태체계 내 관계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사업과의 관계도 돈독해집니다.
결국 당사자의 생태체계를 살리는데 집중하면, 당사자 뿐 아니라 사회사업
에도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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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부 생태체계 관찰 방법2 - 시스템 사고

한국사회사업 변천

생태체계이론 태동

응급구호 자선사업
사회정책, 행정 포괄
사회사업 모호

공유영역
관계와 상호작용
공생
사회사업 정체성

시스템이론
생태학
사회사업
통합방법론

시스템사고

체계 기본개념

인과구조
양(강화) 되먹임
동귀결성 다중귀결성
정책지렛대 강점

개방체계 자주성
엔트로피
자생성 강점

네트워크
위상구조
작은세상 네트워크
약한연결 강한연결
다수, 조밀, 다종
커넥터와 임계점

생태체계

공진화 자기조절

창발 주기성
자기조직화 창발
요동에 따른 창발
회복탄력성 파나키
혼돈의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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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먹임 자기조절
진화 안정성 자생성
순치체계
상호적응 공진화

8.1. 생태체계 인과구조와 시스템 사고

가. 생태체계 인과구조
생태체계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은 위상구조와 인과구조가 있습니다. 위상
구조가 하드웨어라면, 인과구조는 소프트웨어에 가깝습니다.
인과구조란 생태체계를 원인과 결과로 파악한 구조인데, 인과 관계가 연쇄
적으로 일어나면 되먹임 구조 feedback를 가집니다. 인과구조를 이해하면, 생
태체계의 행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용한 방법이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1) 방법입니다.

나. 시스템 사고와 인과지도
시스템 사고는 해당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와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
악하여 시스템이 어떤 행태를 나타낼지 파악하는데, 주로 인과지도를 활용
합니다.

첫째, 시스템체계 내 구성요소를 파악합니다.
둘째, 구성요소 간 인과관계를 살펴 인과지도2)를 그립니다.
1)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1980년대 이후 급기야 몇몇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들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일반인들
이 이해하기 어려운 컴퓨터 시뮬레이션 부분을 제외하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을 떼어내서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라는 영역을 만들었다. 시스템 사고란 시스템의 작동 메커니
즘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발견하기 위한 사
고방식이다.
2) 시스템 사고, 김동환, 선학사, 2009

시스템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요소이며, 둘째는 요소 사이의 관계이다. 시스템의 요
소는 그들 사이의 관계를 고리로 하여 전체의 구조를 형성한다.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
는 요소가 확대되어 보인다. 그러나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요소보다는 요소 사이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지도는 요소를 포함하는 동시에 요소 사이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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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과관계가 연쇄되어 나타나는 되먹임 구조를 찾습니다.
넷째, 되먹임 구조의 속성에 따라 시스템의 행태를 파악합니다.
다섯째, 되먹임 구조 속에서 전략 지점표적체계target system에 관여하여 시스템 행
태를 바꿉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이 시스템사고 교육을 통해
그린 인과지도3)입니다. 우리는 보통 합리적이지만 단선적인 사고에 익숙
합니다. 학원에 안 가면 → 엄마가 화나있고, 엄마한테 죽고, 학원선생님한
테 전화오고 등등 입니다.

아래 그림은 시스템 사고의 예이며, 총체적이며 순환적 사고입니다. 학원
에 안 가면 → 선생님께 혼나고 → 아빠한테 혼나고 → 엄마한테 혼나고 →
학원에 더 가기 싫고 → 혼자, 친구들과 놀게 되고 → 학원에 대한 스트레스
가 풀리지만 → 혼날 것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고 → 그러면 더욱 학
원에 안 간다 → ......

다. 부분적 사실은 맥락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는다. 지도는 맥락의 흐름을 형상화시
켜 준다. 말보다는 그림이 이해하기에 더 쉽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 시스템 사고에서는 인과
관계에 관한 언어를 인과지도(causal map)라는 그림으로 바꾸어 종합한다. 인과지도란 여
러 개의 인과관계를 서로 연결시켜 놓은 도식을 의미한다.
3) 초등학생들의 시스템사고 교수-학습 효과, 문병찬, 송진여, 한국 시스템대이내믹스 연구
제13권 제4호(2012.12)에서 인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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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고는 해당 시스템의 요소 보다는 요소 간 관계를 파악하여 시스
템을 이해하는 총체적이고 순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다. 시스템 사고와 전략 지점
단선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면, 주로 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원인이 곧 결과요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는 되먹임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면, 관여가 달라집니다. 멀리 떨어진 요소에라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과 또한 다시 원인이 되어 시스템 내 곳곳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
다.
결국 저항이 약한 의외의 전략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전반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사고는 전략 지점을 발견하여
시스템을 이해할 뿐 아니라 행태를 바꿀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4)

4)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시스템 사고에서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변수를 직접 공략하기보다는 그 변수를 움직이는 메
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되먹임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그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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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되먹임 구조의 특성과 표현

인과지도를 통해 되먹임 구조를 발견하면, 되먹임 구조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살핍니다.
되먹임 구조를 크게 구분하면 양(+)의 되먹임, 음(-)의 되먹임, 시간지연이 있
습니다.

가. 양의 되먹임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은 자기강화입니다.5) 마치 눈덩이 굴리기와 비슷한
행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6) 흔히 악순환에 빠졌다, 선순환을 이루다 등
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악순환, 선순환에서 알 수
있듯 양의 되먹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행태가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는 특성만 나타낼 뿐입니다.
다음은 인과지도로 표현한 양의 되먹임 예시입니다.
야근
업무지연

의욕저하

수면부족

피곤

5) 시스템 사고, 김동환, 선학사, 2009

양의 피드백 루프는 ‘자기강화(self-reinforcing)'루프라고도 한다. 한 변수가 변화되면 그 변
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이 되돌아 오기 때문에, 변화가 더욱더 강화된다.
6) 시스템 사고, 김동환, 선학사, 2009

양의 피드백 루프를 지닌 시스템은 일단 성장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이것은 성
장의 힘이 계속해서 증폭되기 때문이다. 거꾸로 양의 피드백 시스템이 쇠퇴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쇠퇴하는데, 이것은 쇠퇴의 힘이 양의 피드백을 타면서 증폭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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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강화는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끝없이 이루어질까요? 현실 속
에서 보면 끝없이 강화되는 것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든 한계가
있습니다.7)

나. 음의 되먹임
음의 되먹임negative feedback은 조절 또는 안정(수렴)입니다.8) 나빠지던 흐름이
되먹임 과정을 거쳐 조절되고, 좋아지던 흐름도 되먹임 과정을 거치면서
조절됩니다. 마치 시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행태로 이해할 수 있습
니다.
양의 되먹임이 그러하듯, 음의 되먹임 또한 그 자체로 나쁘거나 좋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9) 단지 그 행태가 지속적으로 조절된다는 특성만 나타낼 뿐
입니다.

다. 시간지연
행위를 해도 결과를 즉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10) 이런 경우 시간지
7) 시스템 사고, 김동환, 선학사, 2009에서 예시 참조 및 응용
여름 녹조가 강을 뒤덮는 것 같지만 아무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해도 강을 넘어 육지까
지 올라와 녹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녹조는 강이라는 한계 속에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0원 이하로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강화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계라는 것이 행여 파국의 형태일지라도 말입니다.
8) 시스템 사고, 김동환, 선학사, 2009

반면 음의 피드백 루프는 ‘자기균형(self-balancing)'루프 또는 ’일탈억제(deviation)'루프라
고 한다. ...... 중략 ...... 결국 음의 피드백 루프는 각 변수를 균형상태로 유지시키는 성질을 지
닌다.
9)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피부 온도가 떨어지지만 세수를 마치고 나면 피부 온
도가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음의 되먹임이 긍정적인 경우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갑자기 운동을 하면 안 쓰던 근육이 놀라 뭉치며 저항하는 경우 또한 음의
되먹임에 해당합니다. 이는 바른 방향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하므로 음의 되먹임이 의도와 상
반되는 부정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10) 예를 들면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입니다. 프로그램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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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고려하지 못하면 되먹임 구조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의 되먹임에 시간지연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조절될 상황을 알지 못해 과
도하게 관여하여 오히려 조절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11)
수영장에서 과도하게 물 위로 떠오르려 하는 경우, 목욕탕에서 과도하게
냉온기기를 작동하여 온탕과 냉탕을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12)
양의 되먹임에 시간지연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순환을 처음 시작하
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즉시 자신에게 다가온다면 아마 악순환
자체를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선순환의 결과를 즉시 알 수 있다면 누구나
선순환을 시작할 겁니다.13)

라. 직관법과 계산법
되먹임 특성을 인과지도로 표현하는 방법은 직관법14)과 계산법이 있습니
다.
직관법은 말 그대로 인과요소 간 흐름을 따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
다.

하기 위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한동안 프로그램이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
들은 프로그램이 시작한 것인지 아닌지를 몰라 여러 번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결국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구동되어 오히려 컴퓨터가 느려질 뿐 아니라, 과다하게 열린
프로그램을 일일이 꺼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11) 시스템 사고, 김동환, 선학사, 2009

이처럼 음의 피드백 루프에 시간지연이 내재된 인과관계가 존재할 때, 균형점에서 벗어나게
하는 과도한 행동이 발생한다. 이를 ‘과잉행동(overshoot)'이라고도 한다.
12) 시스템 사고, 김동환, 선학사, 2009에서 예시 참조 및 응용
13)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자마자 시간지연 없이 상대방도 즉시 나에게 동일한 상처를 준
다면 가급적 상처 주는 행동을 자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14) 제5경영, 피터센게, 세종서적, 1996에서 개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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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업무지연

수면부족

의욕저하

피곤

계산법은 인과관계마다 +, -를 표시하고 -의 개수를 세어 체계의 되먹임
특성을 표현, 파악하는 것입니다.15)
+ 야근
업무지연

+
수면부족

+
의욕저하

피곤

+

+

시간지연은 인과지도 상에 다음 표식을 넣어줍니다.
학습

성적

계산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관법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사회사
업이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긴 하지만 반드시 인과지도가 필수도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다루면 됩니다. 사회사업가에게는 이런 표현이 있다는 정도
만 소개하고, 인과관계를 직관법으로 표현해도 실무에 적절하다고 판단합
니다.

15) 시스템 사고, 김동환, 선학사, 2009에서 개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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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동귀결성, 다중귀결성

생태체계는 동귀결성equifinality과 다중귀결성multifinality을 갖습니다. 동귀결성
은 어떤 결과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다중귀결성은 원
인이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동귀결성과 다중귀결성의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귀결성

다중귀결성

원인 A

원인 B

결과 X

결과 X

원인 B

원인 C

결과 X

결과 X

이 둘을 조합하면, 어떤 하나의 결과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하
나의 원인으로도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태체계의 특
징입니다.

우리는 단선적 개념에 익숙합니다. 어떤 결과는 이를 유발한 특정한 원인
이 있다고 여깁니다. 또 어떤 원인은 특정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여깁니다.
이런 단선적 개념은 직접 연결된 요소만 따로 떼어 분석할 때는 유용합니
다. 하지만 생태체계를 단선적으로 따로 떼어 분석하면 특정 인과관계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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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 쉽니다.

하지만 사회사업은 특정 결과를 특정 원인으로만 두지 않습니다. 생태체계
내 결과를 유발한 또 다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살핍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가출을 했다 하여 반드시 당사자 체계 즉 아동의 분노가
원인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분노 뿐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친구
관계, 학교 내 생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특정 원인을 살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정 결과로만 귀결된다고 보지 않습
니다. 생태체계 내 특정 요소가 생태체계 내 다양한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분노했다고 반드시 가출로 이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친구 관계, 학교 내 생활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출 이
외에 다른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동귀결성과 다중귀결성은 사회사업이 생태체계를 단선적으로 파악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16) 특히 사회사업 대상과 과정이 매우 복
잡하며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6) 사회복지실천 기법과 지침, B 셰퍼 C.호레이시 G.호레이시, 서울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
역, 나남출판, 1998
동귀결성은 특정한 결과는 여러 원인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 중략 ......
다중귀결성의 개념은 주어진 활동이 다른 결과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중략
...... 이 두 가지 개념은 변화과정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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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관적 인과구조와 주체

가. 주관적인 인과구조
??쪽에서 생태체계 내 인과구조 예시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인
이 이해한 인과구조입니다. 다른 사람은 인과구조를 달리 이해할 수 있습
니다.
사람은 동일한 사실을 두고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사실은 하나지만, 해석
은 다양합니다. 생태체계 인과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체계 내 위치와
상태에 따라서 이해가 다릅니다. 네트워크 외곽에 있느냐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실도 달리 해석합니다. 모두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어 ??쪽에서 설명한 인과구조에서도 같은 사건을 각자 다르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조부에게 짜증을 내는 것을 어머니 입장에서는
단순히 체형 문제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짜증을 받는 조부 입장에서는 어릴
때 잘 돌봐주지 못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건도 해석이 다르면, 이에 따라 표적도 달라집니다. 순
이가 이해한 인과구조에서는 어머니가 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조부 입
장에서는 순이가 표적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조부가 표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인식한 인과구조가 맞지 않으면 구성원 간 관계와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사안 규정도 다르고 표적 설정도 서로 다릅니다. 사안
을 해결하기도 어렵고 상호적응도 멀어집니다.

나. 주관적인 사회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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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가는 객관적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회사업가의 위상을 고
려하면 근본적으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생태체계 인과구조를 파악하려면 생태체계와 상관해야 하
는데, 상관하는 자체가 이미 생태체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생태체
계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생태체계를 외부인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파
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객관성을 갖고자 외부인이 되면 생태체계 인
과구조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회사업가 또한 객관적으로 인과구조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 주체
생태체계 구성원도, 사회사업가도 예외 없이 주관적으로 인과구조를 이해
한다면, 누구의 인과구조를 바탕으로 생태체계를 이해할까요?
생태체계 구성원 모두 객관적이지 않고, 사회사업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럴수록 사회사업가가 이해한 인과구조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생태체계
구성원을 주체로 세웁니다. 구성원이 직접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도록 돕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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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생태체계 인과구조의 재구조화

생태체계 구성원은 모두 주관적이므로 각자 이해한 인과구조가 다릅니다.
특히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취사선택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17)
이로써 각각 인과구조가 달라지는데, 각각 인과구조가 생태체계 수준에서
결합하면 상호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관계가 소원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선
물을 사줬지만, 정작 아내는 고마워하지 않는다며 아내를 비난합니다. 반
면 아내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선물을 남편이 마음대로 사온 후 고마움
을 강요하는데, 이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남편을 비난합니
다.
이 경우 남편은 선물을 기쁨으로 이해하지만, 아내는 무시로 이해합니다.
동일한 선물이지만, 서로 이해한 인과구조가 다릅니다.
반면 서로 다른 인과구조가 결합하면서, 생태체계부부 수준에서는 악순환의
인과구조가 발생합니다. 남편의 행동이 아내를 더욱 소원하게 만들고, 아
내의 행동이 남편을 더욱 상심하게 만듭니다.
반면 각자는 자신이 생태체계 수준의 악순환되먹임에 어떻게 일조하는지는
잘 보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인과구조만 인식합니다. 이로써 해법
과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여겨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주력합니다.18)
17) 가족치료:핵심개념과 실제적용 제5판, Michael P. Nichols, 시그마프레스, 2013, 21쪽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만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자신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보기 어렵다.
18) 가족치료:핵심개념과 실제적용 제5판, Michael P. Nichols, 시그마프레스, 21쪽

밥(Bob)과 설리(Shirley)가 부부문제로 상담하러 왔다. 부인의 불평은 남편이 자신의 감정을
나누지 않는 것이고, 남편의 불만은 부인이 항상 자신을 비난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참을 수 없는 바로 그 행동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다는 상호작용의 패
턴을 보지 못하는 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전형적인 부부갈등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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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어느 한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과구조가
서로 다르되, 두 인과구조가 결합하면서 생태체계 상으로는 악순환되먹임의
인과구조가 작동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결국 사회사업은 개인에서 생태체계 단위로 대상을 넓힙니다.19) 개인 수
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으나, 생태체계 수준으로 확장하면 비로소 상호부적
응을 유발하는 인과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사업은 생태체계 구성원이 각자 생태체계 수준의 악순
환에 어떻게 일조하는지 자각하도록 돕고20), 구성원이 직접 관계하고 상
호작용하여 인과구조를 재구조화하도록 돕습니다.

19) 가족치료:핵심개념과 실제적용 제5판, Michael P. Nichols, 시그마프레스, 20쪽, 21쪽

한편, 가족치료사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 내가 아닌 가족체계 안에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가족체계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가족체계가 변하면 각 구성원의 삶도
이에 따라 변화한다고 믿는다. 가족의 변화가 곧 각 구성원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핵
심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가족치료는 단순히 가족이라는 맥락 안에서 한 개인을 변화시키
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20) 가족치료:핵심개념과 실제적용 제5판, Michael P. Nichols, 시그마프레스, 21쪽

가족치료사의 역할은 이들에게 자명종을 울리는 것과 같다. 부인의 잔소리를 불평하는 남편
에게 그러한 부인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원인을 제공했는지 치료사가 묻는다면, 치료사는 남
편으로 하여금 남편과 부인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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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생태체계 저항과 표적체계

가. 생태체계 저항
생태체계는 기본적으로 저항합니다. 의도한 변화를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간혹 변해도 얼마 가지 않고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이는
생태체계에 기본적으로 항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동이 캠프를 통해 자기 삶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
정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가정은 잘해보려는 아동에게 이전과 똑같이 대
합니다. 혼자 노력하던 아동은 지쳐가고 결국 기존 가정 환경에 적응하여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를 해석하면 가정 입장에서 보면 충격아동변화에 대한 항상성이 작동한 것
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아동 입장에서는 가정의 항상성이 곧 저항으로 작
동한 셈입니다.

나. 전략적인 표적체계
생태체계의 저항성을 고려하면, 인과구조를 이해하되21), 저항은 적고 파
급은 큰 의외의 관여점 즉 정책지렛대policy leverage를 찾아 관여합니다. 이로써
적은 노력으로 생태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조 합니다.22)

23)

21) 시스템 사고, 김동환, 선학사, 2009.

시스템의 개선은 시스템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다. ...... 중략
...... 시스템 사고는 예측보다는 이해를 중시한다. 시스템 사고는 꽃이 언제 필지를 예측하고
자 하지 않는다. 시스템 사고는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시스템
을 변화시켜 치료․설계․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을 이해하여야 한다.
22) 사회복지방법론, 뷰려 콤프톤 버트 갈라웨이 공저, 장인협 정영순 편역, 수문사, 1986

인간의 기능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특성의 변화는 다른 특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집단 내에서 한 사람의 한 능력의 변화가 그 집단의 모든 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
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요소(혹은 요소들)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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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복잡계 개론, 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2009

시스템 사고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절차가 더 요구된다. 시스템을 충분히 이
해했으면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전략의
발견이라고 한다. 시스템 사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변화시
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발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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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저항이 약한 표적 : 강점

가. 강점과 약점
사회사업 초기에는 문제와 약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안을 이해했습니
다.24)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가의 강점으로 당사자의 약점을 보완하고 문
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당시 사회사업 표적은 문제와 약점이었습
니다.
이후 사회사업은 상황을 악화시킨 약점보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강점
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회사업 표적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강점입니다.
25)

나. 문제와 가까운 강점, 먼 강점
생태체계 내 강점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강점은 문제와
직접 연결

가깝고, 어떤 강점은 여러 단계를 거쳐 문제와

간접 연결

멉니다.

강점이 문제와 가까울수록 문제를 직접 건드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만
큼 생태체계의 저항이 클 수 있습니다.

24) 사회복지방법론, 뷰려 콤프톤 버트 갈라웨이 공저, 장인협 정영순 편역, 수문사, 1986

클라이언트의 기능에 관한 워어커와 클라이언트의 인식을 연구한 Anthony Maluccio(1979,
p.399)에 의하면, ...... 중략 ...... 반면에 워어커는 클라이언트를 지속적인 문제, 약점, 그리고
한정된 잠재능력만을 지닌 수동적(reactive)인 인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25) 사회복지방법론, 뷰려 콤프톤 버트 갈라웨이 공저, 장인협 정영순 편역, 수문사, 1986
Maluccio는 “사회사업교육과 실천의 초점을 문제와 병리로부터 인간과 그 환경 속의 장점,
자원 및 잠재능력에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제안에 동의하며
장점에 초점을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당신의 약점보다 장점이 언급될 때 당신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보라. 이것은 문
제나 약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약점을 보다 기꺼이 언급할
수 있는 경우는 장점도 함께 언급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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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강점이 문제와 멀수록 간접적으로 상관한다는 뜻입니다. 때론 문제와
무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약점이나 문제 자체가 드러나지 않아 생
태체계의 저항이 작을 수 있습니다.

다. 무엇이 더 나은 지렛대인가?
사회사업 표적체계로 약점과 강점 중 무엇이 더 나은지, 강점 중에서도 문
제와 가까운 강점과 먼 강점 중 무엇이 더 나은지 일반화하여 단정할 수 없
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만병통치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있을 수 없습니
다.
다만 생태체계의 저항을 고려하면, 약점보다 강점이, 문제와 가까운 강점
보다 먼 강점이 유리합니다. 약점과 문제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사안을 다
루니 저항이 적어 편안합니다.26)

저항이 약한 순으로 나열하면
첫째, 문제와 멀어 무관해 보이는 강점,
둘째, 문제와 직접 상관하는 강점,
셋째, 사회사업 강점으로 직접 상관하는 문제약점 입니다.

26) 그렇다고 약점을 직접 건드리는 방법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급한 사안일 경우
에는 저항이 크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약점과 문제를 직접 건드리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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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파급이 큰 표적 : 양의 되먹임

가. 강점을 살리는 양의 되먹임
생태체계에는 다양한 되먹임이 있지만, 무엇이 지배적 되먹임이냐에 따라
생태체계의 행태가 달라집니다.
사회사업의 파급력을 높이려면 어떤 되먹임이 유리할까요? 음의 되먹임보
다 양의 되먹임이 유리합니다.27)
양의 되먹임은 초기에는 변화가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나 임계점티핑포인트을
넘어서면 변화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것이 양의 되먹임의 특징입
니다.
사회사업에 유리한 표적은 저항이 적은 강점에 초점을 두되, 강점을 파급
확산시킬 수 있는 양의 되먹임입니다. 이로써 강점이 생태체계 내 지배적
되먹임이 되도록 합니다.

나. 강점과 성공의 공진화
강점을 살리는 양의 되먹임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강점을 살릴수록 →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 작은 성공 경험은 → 강점을 강화합니다.
→ 강화된 강점으로 → 더 큰 성공을 경험하고
→ 이로써 강점과 성공 경험이 공진화하며 증폭됩니다.28)
27) 그렇다고 약점을 조절하는 음의 되먹임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급한 사안일 경
우에는 저항이 크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약점과 문제를 조절하는 음의 되먹임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28) 사회복지방법론, 뷰려 콤프톤 버트 갈라웨이 공저, 장인협 정영순 편역, 수문사, 1986

적극적인 피이드백은 체계가 그 목적과 관련하여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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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수록 공감하고
공감할수록 만남이 돈독해집니다.
받으면 뭐라도 보답하고,
보답할수록 오가는 정이 깊어집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공유하고,
공유할수록 관계가 깊어집니다.
칭찬하면 잘하고 싶어지고
노력할수록 칭찬이 커집니다.
강점이 강할수록 약점이 미약해지고,
약점이 미약할수록 강점이 도드라집니다.
스스로 할수록 주체성이 높아지고
주체성이 높아질수록 스스로 합니다.
관계할수록 공생성이 높아지고
공생성이 높아질수록 깊게 관계합니다.

사회사업은 생태체계의 공생성을 도모합니다. 강점을 살리는 양의 되먹임
을 구축했다면, 이제 할 일은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꾸준히 에너지를 투입
하는 겁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강점이 양의 되먹임을 타고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지배적 되먹임 고리가
될 것입니다.

동이 보다 더 요청되는 것을 의미한다. ...... 중략 ...... 적극적인 피이드백은 같은 행동을 보다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이전 상태에서보다 큰 편차로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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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회사업 인과구조 1 : 성장의 한계

시스템 사고에서는 몇 개의 시스템 사고의 전형(원형)을 만들어서 소개합
니다.
피터센게는 제5경영이라는 책을 통해 시스템 사고를 경영에 적용할 때 활
용할 수 있는 열 가지 원형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스템 사고를
대중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김동환은 시스템 사고라는 책을 통해 시스템 사고의 기본틀을 30개를 제시
하여 국내 시스템 사고를 쉽게 이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스템 사고를 기반으로 사회사업 실천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원형을 살피고자 합니다.29)

우리는 성장하려 합니다. 성장을 선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끝없는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끝없는 성장이 좋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끝없는 성
장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무엇인가를 투입하여 얻는 것인데, 끝없는 성장을 통해 자칫 투입
요소를 고갈시킨다면 이로써 전체 시스템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
다.

29) 피터센게의 [제5경영]에서 밝힌 시스템 사고의 원형을 참고하되, 인과지도시스템 다이어그램
은 [시스템 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인용, 참고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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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

투자
확대

+

성장을 하려면 투자를 확대합니다. 투자를 확대하면 성장은 높아집니다.
이로써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려 합니다.

-

투자
확대

자원
부족

+

하지만 투자 확대는 다른 되먹임 고리를 가집니다. 투자를 확대하면 자원
이 부족해집니다. 자원이 부족해지면 투자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

-

성장

투자
확대

자원
부족

+

+

결국 끝없이 성장하려 할수록 자원의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투자 확대를
저해하여 결국 성장도 제약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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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

투자
확대

자원
부족

+

+

눈에 보이는 고리
(전면 되먹임 고리)

보이지 않는 고리
(이면 되먹임 고리)

우리는 전면에 드러난 되먹임 고리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전면 되먹임 고
리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전면 되먹임 고리를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잘 주목하지 않는
되먹임 고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자원
의 재생 속도를 넘어서는 무한 성장은 자원 고갈을 가져와 결국 시스템 전
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 원형 중 하나인 성장의 한계입니다.

나무를 죽이는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은 과다하게 나무를 성장시키는 방법
이 있습니다. 나무를 과다하게 성장시키면, 나무는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
합니다. 하지만 나무가 주변으로부터 영양분을 획득하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무가 영양분을 획득하는 능력을 넘어선 성장은 나무를
영양부족으로 괴사시킵니다.

사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의 만족도를 계속 높이려는 사회사업,
당사자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더 많이 충족하려는 사회사업, 당사자의 문제
를 지속적으로 더 많이 해결하려는 사회사업, 기관의 인적 물적 규모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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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더 키우려는 사회사업, 기관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려는
사회사업, 기관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증대하려는 사회사업, 기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 확장하려는 사회사업....
성장을 추구하여 투자를 확대하면 눈에 보이는 성장이 드러납니다. 인정받
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속하려면 이전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를 확대 할수록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
는 부분에서 시스템 부담이 높아집니다.
성장 초기에는 자원확보가 용이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장이 자원확
보를 앞질러가기 시작하면 자원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자원이 부족해질수
록 투자는 어려워지고 성장도 더뎌집니다.
결국 어느 시점을 지나면 자원고갈에 비하여 너무 빠른 성장 시스템으로
인해 급속하게 성장이 제한되고 전체 시스템에 위기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전면에 드러난 되먹임 고리에 주목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이
면에 보이지 않는 자원의 부족, 고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파
국을 더 앞당기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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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사회사업 인과구조 2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
이 그러했습니다. 소련에 미국에 비하여 우위를 점하면, 미국은 군사비를
증액하여 우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위기를 느낀 소련은 군사비를 증액하
여 다시 우위를 점합니다. 이로써 미국과 소련은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
도 남을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확보합니다.
결국 안전하려는 선택이 오히려 서로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결
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사회복지계에도 동일합니다. 사회복지기관의 경쟁 평가가 그
러합니다. 초기 경쟁 평가는 사회복지기관이 발전하는데 유익했습니다. 하
지만 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내용을 발전시키는 본래 목표에서 벗어났
습니다.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
는 것으로 목표가 변질되었습니다.

+
‘가’기관
평가개선노력

+

‘나’기관 ‘가’기관
우수
우수

‘나’기관
평가개선노력

+

+

경쟁이 유익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어느 수준을 넘어 심화되
고 격화되면 전체로는 오히려 부작용을 증폭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
다.
경쟁을 되먹임 구조로 살펴보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유사한 양의
되먹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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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관은 욕구를 기반으로 사업을 구상합니다. 사회사업은 자원이 있으
면 욕구를 찾아 충족합니다. 하지만 욕구는 기준선이 없습니다. 욕구는 자
극 받을수록 지속적으로 커지는 속성을 가집니다. 자원으로 욕구는 충족하
지만, 이내 욕구는 커집니다.
욕구가 커지면 기관은 욕구에 대응할 자원이 부족하다 여깁니다. 이는 느
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욕구에 비하여 자원이 부족해집니다. 욕구에 비하
여 자원이 부족하니 기관은 지자체에 예산이 부족하다 호소합니다.
지자체는 기관에 예산을 제공합니다. 욕구에 비하여 자원 부족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복지기관은 예산을 지원받으면 한동안 자원 여유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자
원을 가진 복지기관은 다시 욕구를 찾아 나섭니다.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사회사업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욕구 및 새롭게 발견한 욕구는 이전보다 더 큰 욕
구로 발전합니다. 욕구가 더 커지면 복지기관은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자원
부족을 경험합니다. 다시 예산 요청을 호소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과정이 양의 되먹임 특성을 가집니다. 모든 고리
가 +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과정은 끝없이 순환합니다.

+
욕구

자원
여유

+
자원
부족

정부
예산 지원

+

+

예산을 증액해도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자원 부족에 따른 예산 요청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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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반복되니, 예산을 기획하는 쪽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로 여깁니
다. 복지 예산을 증액한다 해도 얼마 가지 않아 또 부족하다 이야기할 것이
라는 의구심이 늘어갑니다. 복지 예산 증액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됩니다.

+
욕구

자원
여유

복지예산
증액
무용론

+
자원
부족

정부
예산 지원

+

+

복지기관 또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이내 자원은 곧 부족해질 것
을 경험으로 알고 있으므로 예산과 자원 확보에 전념합니다.

이는 욕구와 자원의 무한 경쟁입니다. 어느 한 쪽이 우위에 설 수 있으나 일
시적일 뿐입니다. 결국 욕구는 자원 확보를 자극하고, 자원 확보는 욕구를
자극하여 끝없이 순환합니다. 이 순환이 이어질수록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
는 쪽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더 많은 욕구를 충족하려는 행동이 합리적이며,
기관 입장에서도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려는 행동이 합리적이라는 점입니
다.
당사자나 기관 모두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전체 구조를 살펴
보면 결코 지속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회사업은 욕구를 기반으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물론
단선적으로 보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체계를 보면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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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는 욕구란 욕심, 탐욕과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우리가 채우려는 욕
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경계를 넘어선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로운 곳이지만 욕심을 채우기 위
해서는 궁핍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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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사회사업 인과구조 3 : 대증요법과 근본요법

문제가 있으면, 이에 따라 증상이 나타납니다.
문제

증상

+

증상이 나타나면 이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대증요법입니다. 증상에
대응하여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대증
요법

문제

-

+

증상

+

증상이 나타나면 대증요법을 실시하고 대증요법을 실시하면 증상은 완화
합니다.
하지만 대증요법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문제를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대증
요법

+
문제

+

+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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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은 빠르게 완화하는 반면 문제는 느리게 악화합니다. 대증요법은 증상
에만 대응하므로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결국 일시적으로 증상이 빠르게 나
아지므로 문제를 해결한 듯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방치되어
악화한 문제는 더 심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대증 요법에 비하여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본 요법입니다.
문제

-

+

증상

근본
요법

+

근본 요법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에 대응합니다. 근본 요법은 문제를
완화하여 결국 증상도 완화시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본 요법은 시간 지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 요법에
따라 증상이 완화되기를 바라려면 대증 요법 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기다
려야만 합니다.

결국 문제에 따른 증상을 대하는 방법은 대증 요법과 근본 요법이 있습니
다. 되먹임 고리 또한 두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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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증
요법

+
문제

-

+

+

증상

근본
요법

+

이 두 가지 고리 중 어떤 것을 주요 되먹임 고리로 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단기간의 성과를 중시하는 상황에서는 대증 요
법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문제를 악화시키는
줄 알면서도 대증 요법을 선택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이 대증요법으로만 대응한다면 결국 더 크고 악화된 문제와 증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증요법과 근본요법 중 어떤 되먹임 구조를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 행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회사업은 생태체계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사회사업이 다루는 문제와 증
상은 생태체계 내 공생성이 약화될 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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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관
직접지원

+

생태체계
공생성 약화

-

+

+

문제
증상

생태체계
공생성
살리기

+

생태체계 내 공생성이 약화되면 문제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 복지기
관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대증요법에 가깝습니다. 생태체계 내 공생성을
살리는 것과 무관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생성을 해치는 방식이
기도 합니다.
대증요법은 당장 문제 증상이 완화되는 듯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문
제 증상이 악화합니다. 악화된 증상은 더 많은 복지기관의 직접 지원을 요
구하는데, 이미 복지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사회사업은 생태체계 공생성을 살리는 근본 요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
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악화된 되먹임 구조를 고려한다면 더욱
생태체계 공생성을 살리는 근본 요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때로는 대증 요
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주된 방식이고, 무엇이 부수적 방식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되먹임 구조 전반을 살핀다면 생태체계 공생성을 살리는 것이 '주',복지기
관의 직접 지원이 '부'로 정립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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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사회사업 인과구조 4 : 외부에 짐 떠넘기기

문제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 지원을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악화된 증상은 외부 지원을 받
도록 합니다. 외부지원을 통해 문제가 약화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
니다.
둘째 방식은 내부 역량을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이에 대
응하는 내부 역량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외부지원

-

문제

-

+

증상

+

+
내부역량

두 가지 모두 문제와 증상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문제와 증상은
어떻게든 해결만 하면 될까요? 누가 해결하든 상관없이 해결만 하면 평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 지원의 경우가 지속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
습니다.
자원을 투입하여 외부 지원을 받으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은 손쉽고 빠른 반면, 내부 역량은 어렵고 느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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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지원

+
+

-

문제

내부역량
강화 불필요

증상

+

+
내부역량

-

외부 지원을 선택하면 내부역량을 굳이 강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필요가 없으므로 내부 역량을 높이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약해
진 내부 역량은 다시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악화된 문제는 다시 손쉽고 빠른 외부 지원을 선택하게 하고, 이는 계속해
서 내부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외부 지원을 받을수록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내부 역량을
점차 약화시켜 외부 지원에 중독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원형 4, 외부에 짐 떠넘기기 입니다. 즉 외부에 짐 떠넘기기를 통해
점차 내부 역량을 잃고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예는 복지기관의 컨설팅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복지기관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컨설팅을 요청합니다. 컨설팅을 받으면 보다 쉽게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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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컨설팅이 컨설팅으로만 끝나면 곤란합니다. 컨설팅을 통해 궁극으
로 기관 내부 역량을 높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컨설팅이 내부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복지기관은 컨설팅에 점차 의존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에 짐 떠넘기기는 사회사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기관
외부지원

+
+

-

문제

생태체계
공생성 강화
불필요
강화 불필요

증상

+

생태체계
공생성

+
-

생태체계 구성원인 당사자와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스스로 공생성을 높이
기보다 복지기관의 외부 지원이 손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기관의 외부 지원이 이루어질수록 당사자와 지역사회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이로써 생태체계 공생성은 오히려 약화됩니다. 결
국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생태체계의 공생성을 살리지 않고 복지기관의 외
부 지원을 받을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생태체계의 공생성은 더 약해집니다.
복지기관이 전면에 나설수록 당사자와 지역사회에겐 손쉬운 대안이 됩니
다. 당사자는 복지기관의 지원을 선택할수록 점점 자신의 잔존능력을 잃어
가며 결국 복지기관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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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또한 이웃에 대한 책임을 잃어가며 복지기관에 모든 책임을 떠넘
기고 의존하는 결과를 가집니다.
이는 대부분 짐 떠넘기기의 되먹임 구조입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하게끔 합니다. 이로써 생태체계의 공생
성을 살립니다. 때로는 사회사업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내부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야 합니
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사업이 전면에 나설수록, 직접 더 잘하려 할수록 오히려 당사자
와 지역사회의 내부 역량은 약해질 수 있고, 이로써 사회사업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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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용어가 바르지 않으면 개념이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생태체계이론이 생태
학과 시스템학 등 타학문과의 상관성이 높으니, 용어를 통일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소개된 관련 서적들마다 같은 용어를 두고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복잡계 개론윤영수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관련 용어를 선별하여 제안했습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복잡계 개론을 최대한 인용 참고하여 용어를 해설합니
다.

국어

영어

해설

Gaia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 이름이
다. 지구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하나의 생
명체와 같다는 가설이 가이아 가설이다. 이
가설을 종종 가이아라고 부른다.

open system

열역할에서 외부와 에너지 및 물질을 교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경쟁

competition

둘 이상의 개체가 무엇인가를 놓고 겨루는
것이다.

공생

symbiosis

둘 이상의 개체가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공진화

coevolution

개체와 환경이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진화

가이아

개방체계
열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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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복잡적응계에서는 상위 시스템(Super
system)과 하위 시스템(Subsystem)이 같
은 방향으로 진화할 때 이를 공진화라고 정
의한다.

극상

climax

천이에 의해 군집 조성이 변화하다가 생태
적으로 도달한 안정상태이다.

네트워크

network

여러 요소들의 집합과 그 관계를 노드와 링
크를 이용하여 추상적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노드

node

네트워크에서 링크에 의해 연결되는 객체
를 말한다.

되먹임

feedback

어떤 입력으로부터 나온 출력이 다시 입력
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양의 되먹임
과 음의 되먹임이 있다.

베나르
불안정성

Be'nard
instability

위아래에 일정한 온도 차이가 유지되는 판
사이에 유체가 있다. 이 온도 차이가 어느
임계값 이상이 되면 이 유체에 벌집 모양과
같은 육각형 대류 세포의 규칙적인 구조들
이 나타난다. 이 현상을 베나르 불안정성
혹은 대류 불안정성이라고 한다.

보통화

normalization

흔히 ‘정상화’로 번역한다. 약자라 하더라
도 보통 사회에서 보통 사람으로 보통 생활
하며 살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회사업 핵심
이념 중 하나이다.

복잡계

complex system

다양한 구성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을 의미한다.

303

complex
adaptive system

복잡계 중 구성요소들이 환경의변화에 능
동적으로 자신을 재조직하며 적응하는 시
스템을 의미한다. 지적인 존재 또는 그 집
단이 구성요소가 되는 다양한 사회․경제계
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비가역성

irreversibility

물에 넓게 퍼진 잉크 방울을 다시 모을 수
없듯이, 시간을 되돌려보면 운동이 자연스
럽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시간을 되돌려보
아도 운동의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 가역
성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사회사업
생태체계

social work
ecosystem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 즉 인간
과 환경의 집합이다.

사회사업
생태체계이
론

Social work
Eco-System
Theory

생태학과 체계이론을 접목하여 사회사업
에 적용한 사회사업 이론이다.

생태계

ecosystem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생명체와 함께 그들
과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을 하나로 묶어 생
태계라고 한다.

생태적
피라미드

ecological
pyramid

층위별로 개체 수를 비교하여 피라미드 구
조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소산구조

dissipative
structure

열린 시스템이 평형상태에서 멀리 떨어진
비평형상태에 있다면 에너지 유입을 통해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 있다. 엔트로피의 감
소는 질서가 생김을 의미하고, 이 질서 속
에 형성되는 특별한 구조를 소산구조라고
한다.

순치생태계

domestic
ecosystem

완전히 자생성을 갖지는 않으나, 완전히 의
존적이지도 않은 생태계를 말한다.

복잡적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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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고

system thinking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사회계를 이해하는
사고방식이다. 어떤 시스템에 대한 기존의
분석방식은 각각의 요소들을 분리하는 데
에만 초점을 둔다. 그러나 시스템 사고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유기적인 관
계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 즉 전일주의적
사고방식을 말한다.

안정상태

steady state

극상에 도달하면 미시적으로는 역동하지
만, 거시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양의 되먹임

positive
feedback

어떤 시스템의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되먹
임이 작용하는 것이 양의 되먹임이다. 이
되먹임은 발산하는 운동을 유도한다.

엔트로피

entropy

클라우지우스에 의해 이름 붙여진 엔트로
피는 어떤 시스템의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
낸다. 닫힌계에서 무질서도가 끊임없이 증
가한다는 것이 열역할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다.

요동

fluctuation

계를 표현하는 양들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
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일컫는다.

음의 되먹임

negative
feedback

어떤 시스템의 변화에 반대방향으로 되먹
임이 작용하는 것이 음의 되먹임이다. 따라
서 이 되먹임은 수렴한느 운동, 즉 안정상
태를 유도한다.

인공생태계

artificial
ecosystem

자연생태계 반대편에 있는 생태계입니다.
안정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인공적으로 에너지 및 물질을 공급하지 않
으면 스스로 존재하기 어려운 생태계다.

임계점

critical point

통상적으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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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되는 지점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때로
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분기점
(bifurcation point), 변곡점 등의 의미로 쓰
이기도 한다.
자생성
자기생성

자기조절

autopoiesis

self-regulation

살아있는 체계가 에너지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속성이다.
항상성과 동일한 개념이다.
외부의 의도적인 간섭 없이 시스템이 스스
로 구조를 갖추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
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조직화는 양의 되먹
임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발생한다.
창발 과정이 체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조
직화다. 반면 체계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조
직화는 타자조직화라 한다.

자기조직화

self-organization

자연생태계

natural
ecosystem

완전히 자생성을 갖는 자연생태계다.

자주성

autonomy

환경은 자극만 줄 뿐 체계의 반응은 내부구
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특성이다. 특
히 살아있는 체계의 특성이다.

holism

시스템의 특성은 그 시스템 구성요소의 단
순한 합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므로 전체적
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기독교에서는 1980년대부터 ‘통전주의’
용어를 사용했다.

전일주의
통전統全주의

창발

emergence

낮은 수준에서는 관찰할 수 없지만, 이들로
구성된 높은 수준에서는 돌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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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

succession

생태계가 극상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써,
특정 지역에 생물군집이 변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생물 그 자체의 변화와 서식환경
의 변화에 의해 일어난다.

체계
시스템

system

파나키

panarchy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일반적인 집합을
의미한다. 자역과학에서는 계, 사회과학에
서는 체계라는 번역어를 많이 사용한다.
홀링이 제안한 용어로서 일방작용의 연상
이 강한 위계hierarchy 대신 상호작용을 강조
한 위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equilibrium

미시적으로는 수많은 요소들이 각자 운동
하고 있지만 거시적인 양은 변하지 않는 상
태를 의미한다.

closed system

열열학에서는 외부와 에너지만 교환하고
물질은 교환하지 않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복잡계와 관련해서는 외부와 에너지까지
완전히 차단된 고립계의 의미와 섞여 쓰일
때도 많다.

항상성

homeostasis

외부환경이 변하더라도 생명체 등이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의미
한다. 항상성은 주로 음의 되먹임에 의해서
유지된다.

허브

hub

연결된 노드가 현저히 많은 노드이다. 따라
서 전체 네트워크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
다.

혼돈의
가장자리

edge of chaos

질서와 혼돈의 경계가 혼돈의 가장자리이
다. 계가 혼돈으로 와해되어 버리지 않을
정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구조로

평형

폐쇄체계
닫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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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는 지점이
다.

환원주의

reductionism

구성요소에 대한 개별적 분석과 그 결과의
중합을 통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
이다. 부분의 합이 전체와 일치한다는 선형
적 세계관이다.

resilience

홀링이 제안한 개념으로, 생태계가 외부의
교란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역
동적으로 안정상태를 회복하는 능력이다.
단, 이때 극상은 다양할 수 있어 다중극상
이라 한다.

회복탄력성
레질리언스
복원성 탄력성
회복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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