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지역사회복지의 의의

주요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지역사회복지의 의의와 특성에 관하여 이해한다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해한다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이념에 관하여 이해한다

지역사회복지와 유사한 용어에 관하여 이해한다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정(역사)에 관하여 이해한다

kmsw(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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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사회+사회복지
-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 개인 민간 공공부문이 상호 협력하여
- 좀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모든 활동과 노력

1

지역성과 기능성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뤄진다

2

지역사회
복지의

3

특성(38p)

4
5

kmsw(song)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한다
지방정부와 민간이 공동주체 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조직적 활동을 강조하는 전문적 서비스와 방법을 사용한다
3

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1) 지역사회가 기본단위인 사회복지를 의미한다

2)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관계로 형성한다

지역사회

복지의

3) 주민전체에게 편의성 제공하고 소외계층 복지에 중점을 둔다

특성
4) 지역사회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5) 주민주체(主民主體)의 원칙 하에 운영한다

kmsw(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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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 개념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보호

kmsw(song)

①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여러 사회복지 조직(시설과 기관 등)

② 이러한 조직에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활동과 과정 등도 포함

① 일반적 개발의 의미 : 성장, 발전, 성숙, 강화 등을 의미 : 경제적 변화
과정, 사회변화(발전) 과정, 현대생활과 새로운 태도 등을 의미
② 사회복지 관련한 개발 : 개인의 경제적 수입, 교육수준, 주택수준, 건
강상태의 변화를 의미

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을 의미

② 要보호대상자, 즉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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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 : CO)
①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여러 사회복지 조직(시설과 기관 등)
② 이러한 기관에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활동과 과정 등도 포함

Ross

Lindeman

•

지역사회가 욕구나 목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 정하여

•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협동적 태도와 실천력을 발전시키는 과정

•

지역사회가 자발적 노력과 활동으로

•

민주적으로 여러 문제 처리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활동

•

지역사회사업전문가, 다양한 기관, 단체, 시설 등으로부터 최고 서비스를 얻어내려는
활동

•

지역사회조직을 프로그램 간의 관계를 취급하는 과정으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지도사업이나 집단지도사업과는 구별된다고 주장

•

지역사회 내의 기관과 기관 간, 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중시

•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와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지역사회 내외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

욕구와 문제에 연계해 협력적 협동적 보완적 활동을 위해 조직화하는 과정

Kurtz

저자
(rf 40p)
kmsw(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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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 : CO)

지역사회조직의
이념

① 협동, 협력, 통합의 사상
② 주민 욕구와 자원 간 균형을 가져오는 사상

(Harper & Dunham) ③ 주민 욕구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간의 관계에 관심을 두는 사상
(rf 40p)

④ 지역사회의 민주적 과정과 전문가 간의 실무적 관계 제공하는 사상

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조직의
목적
(Weil & Gamble)
(rf 41p)

② 지역주민의 이익 대변
③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개발
④ 최적의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

⑤ 적절한 서비스의 통합
⑥ 사회행동의 실천과 사회정의 실천

kmsw(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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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지역사회조직사업(community organization : CO)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의식, 역할의식, 책임의식, 상호협동의식을 고취시켜

•

지역의 제반 사회환경과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사업

지역사회조직

•

지역사회개발

지역주민의 공통적 욕구와 문제를 효율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이해집단
간의 협력관계 구축(조직화)

•

각각의 조직과 각각의 구성원들이 합리적
인 공동계획을 수립/실천하는 제반 노력

•

SW+지역사회사업가+지역주민 네트워크
kmsw(song)

지역사회조직사업

•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생활 혹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

각종 계획 수립하고 실천·수행하는
사회개선(改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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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조직사업의 사례

지역사회
조직사업
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
증진사업

자원 개발 및
관리 사업
kmsw(song)

• 주민 조직체 구성, 특정사업 수행 위한 위원회, 동호인 모임
• 직능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 Workshop, MT
• 사회복지기관 간의 협의체
• 지역사회버장협의체 vs 지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사협회
• 공동교육, 공동육아, 공동구매,
• 경로잔치, 장학사업, 노인대학, 노래교실
•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등

• 후원자 발굴 및 관리
• 자원봉사자 발굴-교육-관리 및 수요처 관리
9

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개발
※ 다음 중 지역사회복지 관련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조직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방법 중 하나이다
②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주도적 개입을 강조한다

③ 지역사회보호는 가정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사회 내의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돌봄의 형태이다

④ 지역사회복지실천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
⑤ 재가 보호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 다음 보기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시오
전통적인 전문사회사업 실천의 한 방법이며, 공공과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전문사회
복지사에 의해 수행된다. 이것은 보다 조직적이고, 추구하는 변화에 대해 의도적
이며,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① 지역화폐운동 ② 지역사회보호 ③ 가상공동체

kmsw(song)

④ 시설보호

⑤ 지역사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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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
개발의
의의

사회복지개발

(일반적) 개발
① 발전, 성장, 성숙, 강화

① 개인의 경제적 수입 증진

② 경제적 발전

② 교육수준 증진

③ 사회의 변화

③ 주택수준 증진

④ 새로운 태도

④ 건강상태 등의 증진

 지역사회개발이란?

①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외부기관의 지원 하에 공동노력을 통하여

② 그 지역주민들의 공통적인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거나 충족시킴으로써
③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향상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을 의미



지역사회개발의 핵심  지역사회개선사업
① 외부기관 지원 없이 또는 지원 하에 이뤄지는 지역사회주민들의 자발적 공동적 노력
② 지역 주민들의 공통문제 및 공통욕구의 해결과 충족

③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향상  국가발전에 기여
kmsw(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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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개발의 4가지 관점(by Sanders)

(rf 41p)

지역사회개발
• 지역사회문제

• 지역사회욕구

① 과정

② 방법
③ 프로그램

• 지역사회발전
• 지역복지증진

④ 운동

과정

지역사회개발이란 더 나은 상태로 움직이는 변화의 진행 과정이다

방법

지역사회개발이란 목표달성을 위한 일종의 수단 또는 작업 방법이다

프로그램 지역사회개발이란 목표달성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program이다

운동

지역사회개발이란 정서적 동일성에 바탕을 둔 이념적 운동이다

kmsw(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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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다양한 견해(rf 42p)
Dunham

① 지역사회를 더 좋은 상태로 개선하고 (지역사회통합)과 (자립지향능력)
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
② 이를 위해 지역주민에 의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정신 계발, 인적/
물적/기술적 지원,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다양한 특수기관의 통합 등을 기
본조건으로 제시

Taylor

① 지역사회 개발 = ( 물질적 ) 개선사업 + ( 정신적 )개발사업

② ( 물질적 개선사업 ) : 주택개량, 도로건설, 유휴지개발 등
③ ( 정신적 개선사업 ) : 주민의 의식, 태도, 행위 등의 변화

저자
(rf 42p)

① 지역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조직화하고
② 공동체 의식,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여
③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를 지역 내의 자원을 동원하여 해결하고

④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행동의 과정
kmsw(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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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rf 43p)

① 요(要)보호자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가정 혹은 가정과 유사한 일정 환
경(시설)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형태

지역사회

보호
(rf 43p)

② 즉,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일상적 생활이 이뤄지고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는 사업

③ 그룹 홈, 노인공동가정 생활시설, 십대지기 청소년 쉼터, 노인주간
보호 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① 가정 또는 유사한 환경, 즉 통원치료기관, 그룹 홈 등과 같은 보호의
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보호의
특징
(rf 43p)
kmsw(song)

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주하는 직원이 없으며, 외부로부터 전문가나
자원봉사자 방문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일상적 생활의 결정은 개인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④ 가정에서의 보호 또는 가정 외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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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호의 유형 : 재가보호 & 시설보호

지역사회
보호

① 아동, 노인, 산모, 정신장애자, 모자가족 등 사회도움 필요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유지시키고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차원에서 보호하는 것
② 가정 혹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 전제 ; 그룹 홈, 공동생활가정, 십대지기 쉼터, 가
출 청소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 등
③ 일상적 생활의 결정은 개인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재가보호

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개념

② 공공과 민간에 의한 공식적인 조직에 의한 가족, 친척, 이웃 등 비공식적 조직에
의한 보호도 포함
③ 재가보호는 곧 지역사회보호

시설보호

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시설에서 의식주 비롯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장기 혹은 단기로 거주하는 형태의 사회적 보호
② 주거의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훈련된 직원이 함께 거주

③ 엄격한 규율과 절차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와 선택에 일정한 제약

kmsw(song)



시설병 : 시설에 오래 생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



개인적 인권침해, 가정과 사회복귀 어려움, 사회와의 단절,
무기력증, 의존증, 욕구상실, 자기결정권 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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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복지의 등장배경

(rf 43~45p)

① 소규모 가족, 핵가족 증대 1세대 단독가구 증가

② 한부모 가구, 고령자 가구, 노인단독 가구, 조손가구, 비
혈연가구, 결손가정 등 다양한 유형 등장가족의 역할
보다 지역사회역할 증대
① 이익사회, 도시화, 산업화 등은 정신
지체, 정신질환, 신체장애 등 要보호
인구 증가

① 고령사회노인부양 등 사회
문제 생성

② 지역사회적, 통합적 접근이 요청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인구학적
변화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

지역사회복지의
등장

② 개인 /가 족 중심 지 역사회
중심으로 변화

고령화 사회
도래

사회복지체계
변화

① 시설 중심재가ㆍ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

①

Gemeinshaft  Gesellshaft

②
③

공동체 의식, 지역구성원간 연대감 약화
가족기능, 지역사회 기능변화

kmsw(song)

②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③ 중앙정부 중심 지방정부 중심으로의 변화

④ 공공중심 민간중심등으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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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복지의 기본원리
① 요보호자를 일반주민과 분
리-보호하는 것 아니라, 일
반인과 통합하여 보호
② 要보호자를 격리, 수용시설
에서 특별 처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에서 일반
주민과 함께 생활

(rf 46~48p)

① 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관심 통해
지역사회복지 실천
② 지역사회 문제나 욕구를 공유하고
문제해결 위해 적극적 참여를 바
탕으로 한 주민운동 전개

① 공공 및 민간부문 공급체계연계 :
관련기관 및 시설의 연결 등
② 지역주민조직화, 보건의료복지
연계, 시설 간의 유기적 협력관
계 구축 등

주민참여
통합화

정상화

연계화

지역사회복지의
기본원리

脫(탈)시설화

① 요보호대상자가 일반인과 함께 동등한 기본권
행사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것

① 시설병: 인내심 결핍, 의지박약, 사회성부족, 충
동적 형태

② 요보호자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가치, 존엄성
등은 일반인과 동등
kmsw(song)

② 생활시설 폐지 아니라 소규모화와 다양화 의미
③ 그룹 홈,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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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복지의 기본원리
(1) 정상화
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통합
② 요보호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일반인과 함께 생활

(2) 통합화

(3) 주민참여

① 정상화 달성을 위한 원칙

① 주민주체 원칙  민주화 구현 가능

② 계층간 격차 감소, 전반적 불평등 감소

② 적극적 참여 바탕으로 주민운동

③ 시설복지재가복지

③ 인적자원확보  자원봉사자 등

(4) 연계화(network)
① 공공 및 민간의 서비스 공급체계의 연계
② 수요자 간의 조직화
③ 서비스 관계자의 유기적 협조

④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연결

(5) 탈시설화
① 생활시설의 유지
② 그룹 홈,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을 통한 서비스제공

kmsw(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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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rf 48~50p)

지역사회가 기본단위
 수혜대상도, 지역도 해당지
역에 국한

주민주체(住民主體) 원칙으로
운용

지역사회의 모든 활동을 포함

kmsw(song)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
체계로 운용

주민전체의 편의성 제공, 소외
계층의 복지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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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회복지의 구성요건

지역사회
욕구파악

복지서비스
체계화

(rf 51p)

① 지역사회의 욕구는 항상 변화
② 지역, 문화,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라 다름

① 공공과 민간의 연계 및 체계화
② 재가복지+시설복지 일원화
③ 주민의 적극적 참여, 조직화 활동 중시

① 지역주민 연대감 및 공동체 의식 증진

지역사회
조직화

② 지역주민 주체지역욕구, 문제 해결
③ 조직활동주민의 단결과 통합 증진
① Case work( 개별사회사업)

사회복지

② Group work ( 집단사회사업)

실천방법

③ Community organization ( 지역사회조직사업)
④ Case-management ( 사례관리)

kmsw(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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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중심 재활이론(CBR: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def) 장애인의 재활문제를 장애인 본인, 그의 가족, 이웃,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로 이해

하고 협력하여 장애인 재활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생긴 이론
(주요내용)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재활에 대한 이해와 책임의식 고취, 자조자립의 정신을 제공

ⓑ 치료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기술이나 방법 중 가르쳐 주기 쉽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효과 있는 영역을 전수 시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인력자원(장애인, 그의 가족, 이웃 등의 지역인력자원 등)을
자원화 시켜 재활에 참여 시키고 각종 기관 단체의 하위체계(의료, 교육, 심리, 사회,
작업재활 등)를 프로그램에 연계 활용하는 것을 의미
※ 결국, CBR 사업의 재활서비스는
- 재활전문가의 개입을 통한 전문적 서비스 필요로 하는 재활 대상은 10%,
- 일반전문가(사회복지사) 개입으로 재활 가능한 대상은 20%,

- 이외 70%는 본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하여 재활 가능

kmsw(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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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1349. 노동자 조례
 1601. 구빈법
 1662. 정주법
 1696. 작업장법

 1772. 작업장심사법

구빈사업 시대
(1600~1700년대)

 1782. 길버트법
 1795. 스핀햄랜드법
 1836. 신구빈법
 1869. COS 운동

 1884. 인보관 운동

근대 사회사업시대
(1800년대~1900년대까지)

 1908. 노령연금법
 1911. 국민보험법
 1934. 실업법
 1942. Beveridge Report

 1945. 가족수당법

사회보장시대
(1900~1975)

 1946. 국민보험법 및 국민보건서비스법

 1966. 사회보장법
 1975. 복지국가의 위기(1979 노동당 복지 축소)

복지국가위기시대
(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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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

빈민에 대한 책임을 처음으로 국가 인식

•

노동능력 있는 빈민, 없는 빈민, 요보호 아동
•

부랑인의 거주 이전 제한, 부랑인 단속법
•

노동능력 있는 빈민  작업장 수용 강제

•

수용거부 빈민  구제 자격 박탈

구빈법
(1601)

정주법
(1662)

작업장법

길버트법

(1696)

(1782)

스핀 햄
랜드법
(1795)

•

작업장 개선을 위한 법원외구호제도 도입

•

무급에서 유급 빈민 감독과 도입

•

원외구호제도 전국적 확대

•

임금보조제도 도입

신구빈법

COS운동

인보관운동

(1834)

(1869)

(1869)

베버리지
보고서
(1942)

•

자선조직단체 간의 업무 연락 및 조정

•

임금보조제 철폐  작업장 강화

•

우애방문원, 개인적 빈곤관, 도덕적 빈곤관

•

열등처우원칙, 전국균일원칙, 작업장수용 원칙

•

개별사회사업, 사례관리 영향

•

토인비 홀 : 교육과 계몽운동 강조

•

대학생 지식인 주요활동

•

개인적 빈곤관 & 환경적 빈곤관 유지

•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영향
kmsw(song)

•

요람에서 무덤까지

•

5대 사회악

•

보편성의 원리, 보험의 원리, 정액갹출/정액급
여의 원칙, 국민적 최저급부원리, 분류의 원리,
행정책임 통합의 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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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kmsw(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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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구빈법(1601)
the poor law
(빈민법 = 엘리자베스
구빈법)

 (역사적 의미)

① 빈곤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최초로 인식한 법
② 공공부조제도를 최초로 법제화한 법
 (주요내용)
① 빈곤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위해 법 제정
② 구빈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최초 인식
③ 빈곤 해결 위해 구빈행정기구 설립, 빈민행정관 임용

④ 구빈 재원의 확보 위해 구빈세 징수
⑤ 빈민을 구분(노동능력 있는 빈민, 없는 빈민, 요보호

아동 등)  선별하여 구제 정책 집행
 (주요원칙)
① 친족부양의 원칙(빈곤에 대한 1차 책임-가족)

② 국가책임의 원칙
③ 지방행정의 원칙
④ 차별처우의 원칙(선별주의 원칙)
kmsw(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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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 구빈법(救貧法)에 함축된 4가지 원칙
• 개인적 빈곤관
• 빈곤의 1차 책임 개인가족,
2차 교회, 3차 국가

• 빈민에 대한 국가 책임 인식
•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 책임 인식
• 구빈세 징수
• 빈민감독기구(행정기구), 빈민
감독관 임명

친족부양의
원칙

국가책임의
원칙

차별처우의
원칙

지방행정의
원칙

(선별주의원칙)
• 빈민을 노동력 유무로 구분
• 노동력 없는 빈민만 구제 지원

• 직접적인 빈민구제는 지방정부
(敎區)별로 실행
• 지방자치단체=교구(敎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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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3) 정주법
(1662)

① 거주이전제한법, 이주금지법, 부랑인 단속법빈민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

② 교구(敎區)별 빈민통제, 빈민 지원 차등화 발생빈민들 좀더 낳은 교구로
이전 발생 빈민 이전은 노동력 상실 or 지원부담 증가 정주법 제정
③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 위해 교구와 귀족들의 압력으로 제정한 법
④ 1722년 작업장 심사법으로 개정

4) 작업장법
(1696)

① 노동능력 있는 빈민 작업장 수용 자본가와 국가의 부와 권력 증대 의도
로 법제정

② 공동작업장 설치 빈민에게 강제노역 후 노임지급
 작업장 수용거부 빈민은 구제 등록부에서 삭제  구제자격 박탈
 게으른 빈민에게 자유 박탈, 고통과 공포 통해 구제남용을 방지하려는
법(→강제노역장 등 원내구조 강화)
③ 작업장 내 빈민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  작업장의 감옥화 현상 나타남
④ 작업장 생산물 민간기업체 상품에 비해 질과 경쟁력 등 저하 교구민
세부담 증가 빈민에 대한 노동착취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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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① Thomas Gilbert 제안한 작업장 개선법

5) 길버트법
Gilbert Act
(1782)

② 작업장법 폐해 방지 위해 규제완화  작업장 개선운동
③ 원외구호제도(outdoor relief)도입( 노동능력 있는 빈민을 지하감옥과 같은 작
업장에만 보내지 않고, 가정이나 인근 직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는 원외구호 시
행  인도주의적 구빈제도의 도입)
④ 무급빈민감독관 유급직 구빈사무원 고용 제도화 유급구빈 전문관리
⑤ 작업장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에서 탈피 원외구제 최초로 도입

6) 스핀햄랜드법
(1795)
Speenhamland
act

(1795)

① 원외구호(or 원외구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법

② 노동자를 위한 임금보조제 도입
 임금보조제 : 최저생활비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지방세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가족수당 등 사회수당제도의 기원)

 근로자의 최저생활 지원 위해 가족수당, 아동수당 등 임금보조제 도입
 but, 노동자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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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

7) 신구빈법(1834)

구빈법에 의한 구빈제도  구빈비용 증가(구빈효과 없음)  구빈비용 감소 위한 구빈법 개정 추진

<왕립구빈법위원회 조사보고서>
① 스핀햄랜드법에 의한 임금보조제 철폐

④ 교구(지방단위) 통합 구빈법 조합으로 통합

⑤ 구호 수준은 노동생활자의 최하위 임금보다 높
② 노동이 가능한 자는 전부 작업장에 배치
지 않아야 한다
③ 노인, 여성, 아동 등 노약자 등에게만 원외구호
⑥ 구빈행정을 통제하는 중앙기구 설치
허용

신구빈법의 주요내용 및 특징
(1) 전국균일처우의 원칙
• 전국적 통일의 원칙
•

빈민처우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중앙통제기관 설치

•

빈민의 이전을 제한하려는 의도

(2) 열등처우의 원칙
•

최하위 자격의 원칙, 열등수급의 원칙, 자격 제한의 원칙

•

국가 부조를 받는 자에 대한 처우가 국가지원을 받지 않고 자활하는 최하급 노동자의 처우
보다 더 낮아야 한다는 원칙  노동능력자를 일하게 하고, 수급억제를 도모하기 위함

(3) 작업장 수용의 원칙
•

작업장 활용의 원칙, 원내구제의 원칙, 원외구제 금지의 원칙

•

노동능력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구제는 작업장 내에 한정시킨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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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1)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1) 민간자선조직협회(COS :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① 구빈법의 빈곤에 대한 대처가 비효과적

COS
발생배경

② 빈민의 증가와 함께 자선단체 난립 무원칙, 비효과적 자선활동 증가

③ 민간자선조직들의 무계획적, 비체계적 자선활동 전개
④ 자선조직들의 협력관계 결여, 구빈활동의 중복과 비효율성 발생

COS
형성

① (영국) 1869년 <자선구제의 조직화와 걸식억압을 위한 협회> 결성
 <자선조직협회(COS)>로 개칭
② (미국) 1873년 경제공황으로 많은 실업자 발생 영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목사들이 돌아와서 1876년 미국 버팔로에서 첫 자선조직협회 결성

① 빈곤구제기관간의 업무 연계 및 조정

COS
목적

② 효율적 빈곤활동 추진: 자선단체 간의 협력, 빈곤에 대한 환경조사, 빈곤자 방
문조사(사례관리) 등 과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구빈활동 추진

③ COS슬로건 : 빈민에게 물고기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 가르쳐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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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조직협회(COS)의 주요활동

COS
주요
활동
내용

① 자선기관간의 업무 연락 및 업무 조정
② 빈민구제등록제 실시: 빈민을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강요 등록한 사람만 빈민으로 인정
③ 우애방문원 활동: 등록 빈민에 대한 방문조사 체계적, 과학적, 전문적 빈곤활동 전개
 귀족, 상류층 부인 주로 활동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이용
④ 빈민을 구분: 구제 받을 가치가 있는 빈민, 가치가 없는 빈민으로 구분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과 성격 탓으로 간주 (  개인적 빈곤관
 빈민들을 비도덕적 인간으로 간주 (  도덕적 빈곤관
)
⑤ 빈민들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둠( 개인적 빈곤관

COS
한계와
효과

)

)

① 당초 의지와 달리 단순구호활동 수준에 그침 온정적 시혜적 복지 수준
② 빈곤을 단순하게 개인의 책임과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만 간주

③ 빈곤에 대한 환경조사 과정에서 빈민에게 낙인감(stigma) 수반
④ 우애방문원(friendly visitor) 활동은 곧 개별사회사업, 사례관리 등의 효시
⑤ 근대적 자원봉사활동의 효시: 케이스 회의(사례관리회의), 조사부 설치, 연락기구 설치,
우애방문원(자원봉사자) 등은 근대적 자원봉사활동의 모형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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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보관 운동 : 도입과정과 주요활동 내용
① 1854년 영국 데니슨 목사 주도 1884년 바네트 목사 창설

인보관
창립배경

② 빈곤은 경제적인 문제 아닌 정신적 문제로 판단, 빈곤은 부자와 빈자 계급 대립의 표현

③ 대학생, 지식인 그리고 빈민들을 결합 화해와 교육과 계몽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려는
사회주의 이상운동
④ 1884년 영국 Toynbee Hall  최초 인보관

① 빈민에게 교육과 문화적 활동 향상교육, 계몽운동 중시
② 대학생 자원봉사자에게 빈곤상황과 사회개량 필요성 인식
③ 사회문제, 보건문제, 사회입법 등에 관해 지역주민과 사회 관심 유도

인보관
주요활동
내용

① 기독교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 빈민의 생활개선을 위한 <단순한 시혜물 분배>는 빈민에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봄
② 지식인이 직접 빈민가로 들어가 함께 공동생활, 인격적 접촉 시도, 그들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교육적 집단활동 등의 ( 교육과 계몽활동 )중시한 사회복지 실천활동전개
③ 빈곤지역에 직접 거주(공동생활)하면서 지역주민의 교화와 사회계층간 거리감 해소를 목
적으로 지역문제를 상호 의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함
④ 빈민들과 교육 받은 계층간의 공동생활과 상호교류 및 연구를 통해 상호 간 문화를 공유
하자는 것에 기본적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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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보관 운동 : 주요사업내용

 지식인, 대학생이 주 참여자
 개인적 빈곤관+사회적 빈곤관

① 공립학교에서 탁아사업, 급식, 심신장애인 위한
특수교육 외에 직업교육과 직업지도 요구

 빈민과의 공동생활 유지
 교육과 계몽운동 중시

 주거조건 개량, 직업훈련 제공,

② 지역마다 공원 조성, 주택법규 개선, 도시계획
통해 밀집주거지역현상 해소하며, 공립학교를
지역사회센터로 활용하는 것 등 요구

노동운동 지원, 일 자리 주선,

아동노동반대, 부정부패 운동
방지

③ 해외 이주민들의 사회적응 돕기 위해 이민보호
연맹 조직

④ 시와 구 단위 개혁활동에 참여, 1912 창당된
진보당 정강 작성과 조직에 참여

직접적인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과 교육 계몽 등을 통해

빈민의 의식과 역량을 강화시키려 노력

⑤ 근로여성보호, 아동노동 폐지를 위한 입법 투쟁,
전국 아동노동위원회와 여성노조 등을 결성하
는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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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와 인보관 운동의 비교

COS

인보관

이념

사회진화론 중시

개혁주의, 급진주의, 사회교육,
실용주의 등을 강조

주요 활동가

상류층, 상류층 부인

지식인, 대학생

빈곤관

개인적 빈곤관, 도덕적 빈곤관

개인적 빈곤관, 사회적/환경적 빈곤관

도덕성에 관한
관점

빈곤에 대한 비판도덕적 빈곤관
(빈자의 나태함에 대한 비판)

빈곤에 대한 도덕적 책임 경시

실천장소

우애방문원에 의한 방문사업

인보관, 공동장소 활용

영향

개별사회사업, 사례관리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구체적
구빈 활동

질서유지, 방문조사, 방문활동, 입법활동
전개, 구빈기관 중재 및 상호 역할조정

교육과 계몽운동 중시, 주민교육, 직업교
육, 아동교육 중시, 공동거주, 환경개선
사업 주력, 참여와 민주주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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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1942)

① 1941. 6 창설된 영국의 <사회보험 및 관련 서
비스 각 행정부의 연락위원회(위원장 W.H. 베
버리지)＞가 이듬해 11월에 제출한 보고서.

② 정식명칭: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
③ 위원회가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의 실태를
파악,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개혁의 청사진을
제시 “요람에서 무덤까지”

④ BR의 의미
a. 영국 사회보장제도(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출발
점이자 기초
b. 전후 수 많은 국가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선례로
삼음
c. 현재도 그 범주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사회보장제도에 큰 영향을 미침

kmsw(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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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ridge Report(1942) : 주요내용과 주요원칙

5대 사회악

궁핍

BR 주요원칙
균일급여의 원칙

급여를 동일하게 제공

균일갹출의 원칙

보험료는 동일하게 갹출

(빈곤,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행정책임의 통일화

모든 기능을 1개부서에서 담당

적정급여의 원칙

기간, 액수에서 충분  국민적
최저급부원리

포괄성의 원칙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모든 국
민에게 제공

피보험자의 계층분류

피보험자를 6계층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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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복지의 전개과정
① 1920년대
②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서비스를 위해 시작
③ 지역사회 내에서의 치료와 서비스 강조, 노인복지에도 영향
재가복지서비스도입

④ 아동복지법 도입(1933 아동 및 청소년법)요보호아동 보호위탁제 도입

지역사회복지의
반성기

지역사회복지의
태동기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

① 1950년대~60년대
② 정신병과 정신장애에 대한 왕립위원회 보고서 제출
③ 1959년 정신위생법 제정 재가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전개
④ 1963, 66년 “보건과 복지, 재가복지서비스 개발” 개가복지서비스 본격 개발
⑤ 노인복지 분야 : 탈시설론 노인을 위한 소규모 보호주택 건설
⑥ 수용자들을 지역사회로 소규모 분산 배치 지역이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문제로 인식

kmsw(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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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전개과정

지역사회복지의
반성기

지역사회복지의
태동기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

① 1960년대 후반~1980년대

② 시봄보고서(1968): 재가복지서비스 정책을 구체화한 보고서
a.

서비스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

b.

가족의 총체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통합적 서비스 공급이 강조

c.

지방정부의 서비스 범위에 <고용, 교육, 가정원조, 경찰, 교회, 자원봉사

d.

조직, 친구, 이웃 등에 의한 서비스>가 포괄되는 것으로 이해

e.

지역사회보호 주체로 공공 분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조직도 포함

③ 하버트 보고서(harbert report)
④ 바클레이보고서(barclay report)
kmsw(song)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역할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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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전개과정

지역사회복지의
반성기

지역사회복지의
태동기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

 1988년 Griffths report
 지역사회보호행동 지침 작성(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① 지역사회보호의 1차 책임 지역사회
② 지방정부는 대인서비스의 직접적 제공자가 아닌 계획/조장/구매자로 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주거보호에 대한 욕구는 지방정부에 의해 사정

 지역사회보호법(1993)
①
②
③
④
⑤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분석과 관련된 보호계획 수립
보호욕구의 정확한 판단과 이에 정확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 고입
공공과 민간의 경쟁 유도, 욕구 중심 서비스 등 지방정부 변화 유도
복지서비스에 대한 감독제도 강화
지방정부로의 권한과 재정의 이양으로 지방정부 재량권 강화

kmsw(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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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① 1906년 반열방(우리나라 최초 인보관, 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한 인보관)

근대화 시기
지역사회복지

② 1921년 태화사회복지관(순수한 목적의 최초의 인보관)
③ 1927년 일본방면위원제도 도입(일본 5개 인보관 설립 후 운영)

④ 1921년 조선사회사업연구회  1927년 조선사회사업협회로 개칭

지역사회복지
형성기

⑤ 1929년 지역사회구호법 제정
① 1945년 해방 이후~1970년대
② 외국 민간원조기관에 의한 사회사업 도입

③ 1957년 한미 합동 지역개발사업 도입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
① 1980년대, 제5공화국

지역사회복지
정착기

② 생활보호법(1961년) 개정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
③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④ 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련법 제정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지역사회복지
발전기

⑤ 1987년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① 1990년대 이후

② 지역 중심성 강조, 전문성 강화 등을 바탕으로 한 질적 변화 도모
③ 1990년대 사회복지과 급격한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 추구
④ 1992년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도입

최근의 경향

⑤ 1998년 사회복지협의회 독립법인화 등

① 2000년대
kmsw(song)

② 능동적 복지와 고령친화적 복지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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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listening

kmsw(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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