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개념에 관하여 정확히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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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Yes

동남아시아 등 후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복지가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No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선진국가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

 복지국가란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지를 공급하는 국가를 의미,
정답은

Yes

 우리나라 3대 사회보장제도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공 복지국가
 복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복지선진국가를 복지국가로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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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복지를
공급하는 국가
 복지선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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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UN) Top10: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캐나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
란드, 오스트레일리아 /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등)
 미국 17위, 한국 41위, 일본 43위, 중국 9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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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국가의 기원 및 개념

rf 87p~

•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안녕의 보호와 증진에 중요 역할을 하는 정부
(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에 개입, or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 )

복지국가의
의의

•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국가, 또는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의
보장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국가
①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지를 공급하는 국가 or 사회보장제도를 국가가 적극
수행하는 국가

② 현실적으로는 복지수준이 잘 발전된 복지선진국가를 지칭하기도 함

• 시장에서 오는 ( 문제 )를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정치와 행정 그리고 조직화된
권력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국가
Briggs
(1961)

• 복지국가의 목표
①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 ( 공공부조 )

rf 87~88p

②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운용 ( 사회보험제도 )
③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서비스 제공(  교육,
경민대학 송낙길

의료, 주택 등 사회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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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개념
Wilensky



복지국가의 핵심은 ( 국가가 )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그리고 교육을 보장하는 것

Heckscher
(1984)



(복지국가란) 자국 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삶에 대해 집합적 책임을 지는
국가. 즉, 빈곤 제거를 위해 적절한 사회보장을 제공하며,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Mishra
(1990)



복지국가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 국가의 ) 책임을 제도화 하는 것



( 탈상품화 )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1975)

EspingAnderson
(1990)

< 보수주의적 조합주의복지국가>, <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 등 구분



( 탈상품화 )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서도 생
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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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공통점과 특성
김태성
성경륭
(2006)

① 국민의 ( 비복지 )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또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
② 비복지란? 복지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것

③ 복지국가의 공통점(rf 89p)
a.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위험,
즉 빈곤, 산업재해, 경제적불평등, 실업 등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등장 이는
곧 사회주의적 성향
b. 모든 복지국가는 민주주주의 복지국가이다(참정권 박탈한 채 복지권 제공하는
것은 복지국가라 할 수 없다)
c.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국민 최저선’이상을 보장한다

복지국가의
특성
(현외성)

 복지국가는,,(rf 90p)
① 국가이념: 인간다운 생활 혹은 생존권 이념을 채택
② 정치체계: 민주주의 국가를 채택
③ 경제체계: 자본주의 혼합경제체계를 채택

④ 사회체계: 사회복지정책을 중시하는 다원사회적 국가
⑤ 국가예산이나 GDP에서 복지비중이 높아야 함
경민대학 송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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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4가지 특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민주주의국가 +

 자본주의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요소 도입

국민의 복지증진 위해

“국민적 최저선”

국가가 주도적 노력과
 국가가 보장

활동을 하는 국가

복지국가의
특성(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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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국가의 발달과정
① 사회보험제도의 도입단계가 곧 복지국가의 태동단계
태동단계

② 독일: 산재보험(1871), 건강보험(1883), 연금보험(1889)

(1870~1920)

③ 영국: 산재보험(1897), 건강보험(1911)
④ 프랑스: 산재보험, 건강보험 모두 1898년 도입

사회보험 도입을 복지국가
태동으로 보는 이유는?

① 제2차 세계대전, 대공황 발생시기

정착단계
(1920~1945)

② 빈민과 실업자 양산 이들 구제하기 위해 국가 적극적 개입 불가피
 기회와 수단을 국가가 제공
③ 복지제도 확충 및 복지수혜자 범위 확충
④ 고전적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로 전환기
① 시민권에 기반을 둔 포괄적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발전
② 사회보험제도 급여수준 향상과 대상범위 확대 중산층 사회보험대상자

성장단계
(1945~1975)

③ 복지분야 GDP 대비 지출비중 급격히 증가
④ 수정자본주의=케인즈주의=국가개입주의 시대
① 급격한 유가상승 경제호황과 복지국가 쇠락하기 시작
② 복지에 대한 과도한 정부지출에 대한 자성정부 복지지출 감축 시도

침체단계
(1975~

)

③ 복지삼각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복지비는 증가

④ 신자유주의 시대(국가는 나쁘고, 시장은 좋다)
경민대학 송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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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국가의 유형

잔여적
복지국가

•

(1) Wilensky & Lebeaux 복지국가

가족 혹은 시장과 같은 정상
적 공급구조가 본래 기능 발
휘하지 못할 경우, 국가 혹
은 사회가 주도적으로 제공
하는 복지

•

가족과 시장이 주된 기능,
시장 실패시 정부개입

•

정부의 역할 최소화(국가책
임 최소화)

•

선별적, 선택적 복지, 보완
적 보충적 복지

•

(

제도적
복지국가

공공부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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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자격요건 갖춘 사회구
성원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
도록 복지공급

•

사회 문제나 사회적 욕구 혹
은 개인의 다양한 문제나 욕
구를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 혹은 충족시키고자 하는
국가

•

국가 역할 극대화(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 강조

•

( 사회보험,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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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국가의 유형

(2) Titmuss 복지국가

① 잔여적 복지제도와 유사

잔여적
모형

② 시장과 가족 역할 중시
③ 공공부조 프로그램 강조

제도적
재분배
모형

산업성취
모형

잔여적
복지국가

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 강조
② 국가의 보편적 서비스로 사회적 위험, 공동욕구와 문제 해결
③ 사회적 평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함

④ 보편적 복지국가 모형과 유사

제도적
복지국가

① 개인의 능력, 실적, 기여도와 사회복지의 공급과 밀접한 관계

② 즉, 사회복지 급여수준은 개인의 업적, 성취도, 생산성 정도에 따라 결정
③ 사회보험 프로그램 중시(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차등화)

국
가
복
지

① 사회복지: 전통적인 광의의 사회복지서비스(소득보장, 교육, 건강, 개별
적 사회서비스)
② 재정복지: 조세정책에 의해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조세감면,
NIT)
③ 직업복지;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지(기업연금, 기업제공 의료서비스 등)

경민대학 송낙길

(3) Furniss & Tilton 복지국가 :

적극적 복지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① 정부의 역할이 일차적으로 경제안정과 재산소유의 이익보장에 있는 국가
② 국가의 복지정책은 경제성장과 기업이익 및 재산소유 이익보장을 우선시 함

적극적
복지국가

③ 잔여적 복지를 강조,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정책의 하위적 개념

미국

④ 사회복지정책은 사회통제수단으로 활용
⑤ 사회보험제도(보험료에 따른 차등화된 보험급여)를 상대적으로 선호

①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의 최저수준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보장하는 국가
 공공부조나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중시

사회보장
국가

② 단, 무한정의 국민최저선 보장하는 것 아니라, 기회균등과 일정한 평등만 보장
③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정부와 기업의 협동 강조
④ 사회보험 이외의 프로그램 중시, 보험원칙 완화

영국

⑤ 개인의 동기, 기회, 책임을 강조, 기회의 평등 강조

① 광범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평등과 정치활동 보장모든 사람의 안녕을
국가가 적극 보장하려는 국가

사회복지
국가

② 소외집단과 취약계층에게도 연금을 공급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을 인상하고,
정책결정과정에도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국가
③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 대신

스웨덴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복지를 공급하는 국가

④ 공공서비스비용 혹은 대가 지불여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 제공
경민대학 송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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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niss & Tilton 복지국가
사회보장국가
①
②
③
④

국민전체의 최저수준 보장
공공부조 & 보편적 서비스 중시
제도적 복지모형 중시
영국

적극적 복지국가

사회복지국가

① 자본가 계층을 적극 보호
② 수평적 재분배 & 사회보험
중시
③ 잔여적 복지모형 중시
④ 미국

① 광범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국
민평등과 정치활동 보장
② 사회보험&공공부조+공공
서비스 등 정부지원 극대화
③ 완전고용, 정부와 노조의 협력
④ 스웨덴

복지국가

경민대학 송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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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shra 복지국가 (경제와 사회복지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

분화적
복지국가

① 사회복지와 경제를 구분되는 개념으로 봄
② 경제에 장애가 되는 사회복지는 제한 잔여적 복지 강조
③ 복지정책은 경제와 통합적, 포괄적이지 않으며 단편화되는 경향이 있음
①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정부-노동조합-사용자 등이 공동으로 의사결정

② 사회복지와 경제는 분리되지 않음 오히려 상호의존적
통합적

복지국가

③ 사회복지와 경제정책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 사회복지와 경제의 통합을 강조
④ <분화적 복지국가와의 차이점>

-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상호 밀접한 관계양자 통합 필요성 제기
-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은 아주 밀접한 관계

(rf 106p)

분화적 복지국가

통합적 복지국가

경제

수요측면에만 주로 정부가 개입

수요와 공급의 양 부문에 정부개입

사회복지

사회복지가 경제로부터 자율적

사회복지와 경제가 상호의존적

정치

이익집단의 다원주의가 지배

중앙집권적 다원주의 형태

경민대학 송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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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eorge & Wilding 복지국가
① 정치적 이념에 따라 복지국가 모형을 4개로 구분하여 설명
②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반집합주의, 마르크스 주의 등으로 구분하여 복지국가 설명
③ 소극적 집합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복지정책에 긍정적, 반집합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개인주의

① 자신을 집단의 구성원보다 자율적 개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② 자신의 독특성과 개성 강조하며,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③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 강하다

집단주의

① 구성원 서로 서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공동체적 목표를 강조하고 중시하고
대인관계를 중시한다
② 집단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한다
③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고 강조한다

경민대학 송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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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eorge & Wilding 복지국가
① 국가의 개입 부정적

① 국가 개입의 조건부 인정

② 국가개입이 오히려 사회질서 붕괴,
자원낭비, 경제적 비효율성, 개인
자유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

② 자본주의의 원활한 기능과 시장체계의
약점 보완과 사회악 제거와 균형 위해
국가개입 인정

③ 자유방임주의

③ 수정 자본주의

소극적

반(反)
집합주의

집합주의

마르크스

페이비언

주의

사회주의

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

① 국가 개입을 적극 인정

② But,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국가개
입은 부정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정책과 제도는 전부 자본가계층
위한 것

② 시장체계의 수정, 보완 및 대리기능
은 결국 정부가 수행

③ 생산수단의 국유화, 적극적 정부
개입으로 경제적 평등 실현

④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의 前 단
계적 기능

③ 합법적 민주적 방법으로 사회주의
화( 점진적 사회주의)

경민대학 송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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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eorge & Wilding 복지국가

反집합주의(보수주의, 자유방임주의)

소극적 집합주의(수정자본주의, 국가개입주의)

① 자본주의시장을 신봉

① 자본주의는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념

② 시민의 사회생활에 개입하고 자유를 침해하
는 국가의 사회정책 반대
③ 복지정책은 사회적 자원을 낭비, 시장 분배
에 비해 비효율적, 관료적 독재를 초래하고
개인의 자립을 방해

②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강조
③ 국가는 저소득층이나 소득상실로 인한 결핍을 제
거, 풍요로 인해 생겨난 욕구에 대해 공적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함

마르크스주의(marxist)

페이비언 사회주의(점진적 사회주의)
① 평화적 점진적인 사회주의를 지향

① 자본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해 붕괴되어야
할 체제

②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사회통합의 적, 따라
서 국가개입에 의한 제거를 인정

② 생산 및 분배의 국유화주장

③ 정부가 시장의 대리, 보완, 수정기능 담당을
주장 정부개입 적극 찬성 복지국가는
곧 사회주의화

③ 사회복지는 자본주의 체제 강화하는 수단에 불과
④ 국가에 의해서도 빈곤제거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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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eorge & Wilding 복지국가
반집합주의 복지국가
① 집합주의에 관해 부정적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중심가치
② 사회적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만 인정
③ 그 수준 이상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개입은 반대  국가의 개입이 사회분
열, 자원낭비, 경제적 비효율성 조장, 개인의 자유를 통제

소극적 집합주의 복지국가
① 지난친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되므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일정한 국가개입은 필요하다고 인정
② 자본주의가 존속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의 非效率成과 不正義를 추방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
③ 복지국가 기능: 불평등의 완화가 아니라 빈곤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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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eorge & Wilding 복지국가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복지국가
① 점진적(합법적 방법)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변화되어야 한다
②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③ 국가의 책무란 평등, 자유, 우애, 민주 그리고 복지를 위하여 자유시장체제를
수정 보완하는 것
④ 정부개입자원 재분배, 사회통합 증진, 非福祉 제거, 利他主義 증진 가능하
다고 판단
⑤ 복지국가를 옹호

맑스주의와 복지국가
①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복지국가는 빈곤과 불평등 제거할 수 없음 결국 사회
주의 국가로 변해야 빈곤과 불평등 제거
②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빈곤과 불평등의 제거는 곧 지배계급(자본가계급)의 타
파를 의미 결국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빈곤과 불평등의 완전한 제거는 불가
능하다고 판단
③ 자유, 평등, 박애 등을 중심가치로 강조
a. 자유: 적극적 자유
b. 평등: 경제적 평등, 특히 특권의 부재(不在)를 의미
c. 박애: 인간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
로 조화롭게 협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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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eorge & Wilding 복지국가
(Q) George & Wiliding이 말한 사회복지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우파는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근로동기가 약화되었다고
비판하였다
②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경제성장에 뒤따르는 불평등을 완화 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함으로 주장하였다
③ 페미니즘은 복지국가가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났음
을 지적한다
④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자유주의를 토대로 민간 차원의 자선과 가족 등 비공식부문의 역할을 강조
하는 입장이다
⑤ 중도노선은 국가의 복지정책이 자본주의의 사회적 폐해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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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sping–Anderson 복지국가 : 탈상품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다 팔지 않고도 살수 있는 정도,

탈상품화

탈상품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즉,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수준의 급여를 제공
하는가 정도를 의미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
 즉, 특정한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시장역할 강조, 불평등 심화, 계층간 대립적 관계 형성탈상품화 가장 낮은 수준
 저소득층 중심으로 선별주의 원칙  공공부조 프로그램 중시

 민간의 역할 강조(기업복지, 민간보험 등) :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적게 강조, 교회의 역할 크고, 가족 기능유지에 중점
 보수주의적 조합주의(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대륙국가)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중시  시장에서의 계층과 지위에 따라 급여 차등화

 탈상품화 효과에 한계  탈상품화 정도 낮은 수준
 보편주의 원칙,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제공을 강조  시장의 복지기능 최소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가급적 최대 수준에서의 평등 추구  탈상품화 효과 가장 높은 수준
 완전고용정책의 성공여부가 매우 중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안반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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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sping–Anderson 복지국가 : 탈상품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공공부조
강조)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
( 사회보험
강조)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사회보장
제도 강조)

①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최소화된 국가를 의미
② 시장 메커니즘의 기본역할을 인정, 기본적으로 보호대상을 가장 취약한 계층
에 한정하는 엄격한 선별주의 원칙이 적용됨 공공부조 강조
③ 국가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이념이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
④ 불평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국가

① (조합주의, corporatism) 노동조합, 자본, 국가 등의 3자 협동주의  노
동조합과 사용자(자본가)가 대등한 수준에서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협상하
고 국가가 중재하며, 물가와 복지 등의 문제를 3자가 합의하고 결정
②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는 노동자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노동자가 노동을 사용
할 수 없을 경우 이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도만 제공 사회보험

① 사회민주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
인 방법을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주장
② 사회보험의 적용대상과 보장하는 위험범위에 있어 보편주의 지향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광범위하게 이뤄짐
③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

④ 사회복지와 일을 적절하게 연계시키는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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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sping–Anderson 복지국가
(Q) Esping & 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탈상품화란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지원해주는 급여의 정도를 의미한다
②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자산 조사에 의한 공공부조를 강조한다
③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정책을 중시한다
④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중심적인 유형에 속하며, 사회보험을 강조한다
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가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작으며,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보다 사회민주주의
적 복지국가의 탈상품화 수준이 훨씬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경민대학 송낙길

24

4. 최근 복지국가의 재편 경향과 제3의 길
1) 최근의 복지국가 변화와 동향(Pierson)
(1) 생산성 향상의 둔화와 서비스 산업의 성장
- 생산성 둔화실업률 증가 복지 급여 증가 & 복지재원 마련 어려움 초래
- 서비스 산업 성장 저임금 노동자 양산 불평등 초래 복지 공급 확대요인으로 작용

(2) 복지국가의 성숙으로 국가개입의 팽창
- 복지국가 성장은 곧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비용증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감소)
- 복지비용의 증가는 곧 조세부담의 증가 조세저항 초래할 가능성 상존
- 지속적인 재정적자로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에 큰 부담

(3) 인구고령화
-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수혜대상자 확대
- 재정적자 현상으로 이어짐

(4) 가족구조의 변화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핵가족화, 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은 복지비용 증가 요인
- 복지비용 증가로 인한 국가부담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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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복지국가의 재편 경향과 제3의 길
2) 1990년대 이후의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수요와 욕구 >
가용자원

복지비용 문제에 직면

새로운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세계화로 인한 복지국
가의 변화

• 장기실업률의 증가, 고령인구의 증가, 가족패턴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 복지공급 확대요인
• 복지 의존증 사회적 생산성 하락, 재원마련 등 문제 직면

• 1940년대 당시의 경제상황보다 더욱 어려움
• 당시는 복지비용도 증가하면서 복지재원 마련도 가능
• 현실적으로 복지재원 확보가 어려움

•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 노동패턴의 변화, 노동력의
세계적 이동 등 경제구조의 변화 새로운 복지수요의 창출
• 복지재원 마련은?

• 세계화는 곧 정치구조, 경제구조의 변화를 초래
• 인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범위가 세계적으로 확대
 복지수요에 대한 증가로 이어짐, 복지수요는 지속 증가
경민대학 송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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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복지국가의 재편 경향과 제3의 길
3) 세계화와 복지국가
세계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와 국민 간 교류가 크게 증대하여
개인과 사회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되어
세계 사회가 단일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

복지(국가)
약화론

복지(국가)
강화론

복지(국가)
중립론
(George &
Wilding)

• 세계화로 강한 다국적 기업이 출현 강력한 복지국가 오히려 쇠퇴
• 국민의 복지를 위한 국가 과세와 재분배 기능 약화

• 1990년대 세계국가의 장기적 불황 실업자 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개

별국가의 복지부담을 가중시킴 복지국가 강화 계기

• 세계화가 사회보장제도에 많은 영향 복지국가 긍정적 영향

• 세계화로 국가의 기능은 축소 복지국가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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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

제1의 길

•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구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 고복지-고부담-저효율

 시장은 좋고, 국가는 나쁘다
 민영화  국가 개입 최소화

제2의 길

•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노선을 강조하는 복지국가
• 저부담-불평등-고효율

제3의 길

• 생산적 복지(노동과 연계된 복지)
• 복지다원주의: 복지공급주체의 다양화(정부+민간+민관협력, 거버너스 등)
• 사회투자국가 : ⓐ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 기술개발투자 및 infra 등에
대한 투자, ⓒ 환경에 대한 투자 등을 강조하는 국가
• 혼합경제체제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등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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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rd Way :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사회민주주의의 부활”

① <사회주의의 경직성>, <자본주의의 불평등>제거 위한 신모델
 국가가 개인 역할을 대신해 주는 <사회민주주의>도 반대
 연대와 평등 개념 없는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도 반대

② 혼합경제체제 도입
(구체적 정책사례): 공공지출 축소, 세금인하, 사회복지개혁(복지수당 감축,
일자리 창출, 생산적 복지 도입),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경제적 역동성 확보
등을 표방

③ 사회복지프로그램 개혁
 노동과 연계된 복지, 복지다원주의, 혼합경제, 소비보다 투자(인간자본, 기술, 환경
에 대한 투자촉진) 등을 강조
 노동을 규율 하는 국가권력과 시장의 능률, 사회공동체 등을 결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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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의 주요내용

근로와 연계
된 복지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인적 자본, 기술과 환경 등에
투자하는 국가)

(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

혼합경제
(공공지출축
소, 세금인하,
생산적복지,
노동시장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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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정책(rf 75p)
① 국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념

신자유주의

② 1970년대 세계적 불황에 직면, 기존 국기개입주의(Keynesianism)에 의한 정책의
실패로 규정이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이념
③ 국가개입 축소( 사회복지의 축소), 시장경쟁원리 강조( 시장경제의 성장정책 강
조),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 등을 중시
④ 공기업 민영화 추진, 기업의 세금 감면, 사회복지의 과감한 축소, 기업구조조정 통한
정리해고 확대 적용 등 보수주의적 색채 강조한 이론  신자유주의

대처리즘

① 복지공급의 국가책임을 축소  복지제공의 민영화 추진
② 가족의 할 일과 책임의 강조, 자조와 개인책임 강조, 영리주의 기업활동 범위의 확대

③ 국가가 담당해 온 의료, 교육, 연금, 지역사회보호 등의 사회복지영역  자선단체, 자
원봉사 등 비공식 부문의 동원 등 사회복지분야의 시장원리 도입 및 확대전략
① 개인의 자유와 경쟁에의 신념
② 국가에 의한 거시적 경제정책의 제한
③ 복지국가 역할의 제한과 전환
④ 반노동조합주의
⑤ 반사회주의
⑥ 자본주의 예찬
경민대학 송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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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정책(rf 75p)
레이거노믹스
(Reagonomics)

① 세출의 삭감, 소득세 대폭 감소,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완화, 안정적
금융정책 등을 추진
② 공공부조제도인 AFDC(요부양아동 가정에 대한 공공부조)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  복지재정지출 감소

클린턴 행정부의
TANF

블레어노믹스

① 1996년 AFDC 폐지  TANF 도입
② TANF 주요 내용 : 수혜기간 5년으로 단축, 수혜자 2년 이후부터 근로의무화,
정책 주체도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로 변경

① 1997년 제3의 길 도입으로 국유화 정책을 시장경제 정책으로 전환
② 제1의 길(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③ 제2의 길(신자유주의 복지국가 : 대처리즘, 리이거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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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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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실습> 중간시험
※ 다음 각 문항 중 3개를 선택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2번 중 택1, 3~4번 중 택1, 5~6번 중 택1)

1.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종류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 바람직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사 역할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3.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능력에 관하여 기술해 보시오
4. 성공적인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필수 역량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5.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필수 기술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6. 사회복지실천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사의 능력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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