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에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에 관하여
이해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적 기능에
관하여 이해한다(궁극적 목적)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와 목표에 관하여 이해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에
관하여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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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1) 신자유주의

(2) 엘리트이론 (3) 다원주의 (4) 조합주의 (5) 사회민주주의

(6) 마르크스주의 (7) 제3의 길

2.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적 기능
(1) 생존권보장

(2) 빈곤의 퇴치

(5) 사회안정과 질서유지

(3) 평등의 증진

(4) 사회통합

(6) 개인적 성장과 개발

3.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
(1) 평등의 가치

(2) 자유의 가치 (3) 민주주의의 가치

(4) 사회적 연대의식의 가치 (5) 생존권보장의 가치 (6) 효율의 가치

4.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1) 사회양심이론 (2)합리이론
(6) 음모이론

(3) 시민권이론 (4) 수렴이론

(7) 종속이론 (8) 확산이론

(5) 사회정의론

(9) 정치경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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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 자본주의 변화과정

• 자본주의 1.0

• 자본주의 3.0

• 자유방임주의

• 新(신)자유주의

• 국가역할 최소화

• 작은 정부 지향시장 역할 강조

• 야경국가(夜警國家)

•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민영화

1800~

1929

1930 1940 1950 1960

1973(~74/1978~80) 1980

1990 2000

2008~

• 자본주의 2.0
• 국가개입주의(케인즈주의)
• 자유주의 & 수정자본주의
• 국가의 적극적 개입

• 자본주의 4.0
• 동반성장주의(공생주의)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등
기업의 역할 강조

•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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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 자본주의 변화과정

자본주의 1.0
(~1930년대 이전)

자본주의 2.0
(~1970년대 중반)

자본주의 3.0
(~2000년대 초반)

 자유방임 고전자본주의(~1930년대 이전)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자유방임주의)
 개인의 문제와 욕구는 대부분 개인의 책임, 국가의 개입 최소화

 수정자본주의(국가개입주의 = Keynes주의, 1930~1970년대 초반)
 1930년대 대공황 국가개입으로 극복, 복지국가 발전
 국가는 언제나 옳다. 시장은 국가의 개입에 의해 컨트롤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197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70년대 초반 복지국가 위기  국가에 의한 시장개입은 실패
 국가의 시장 개입 최소화(민영화) 국가는 나쁘고, 시장은 언제나 옳다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자본주의 4.0
(2008년~현재)






따뜻한 자본주의, 동반성장주의
정부의 개입은 곧 자원의 고갈을 초래하면서 지속불가능
기업환경 개선하여 동반성장(공생성장)지속가능성(지속성장)
심각한 빈부격차 등 사회양극화  기업의 역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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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 자본주의 변화과정
자본주의 변화과정
• 자본주의 2.0(1929~70년대 중반)
• 1929년 세계대공황
• 뉴딜정책 등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국가역
할강조
• 수정자본주의(케인즈 주의, 수정자유주의)
• 국가 역할 극대화  국가개입주의
• 적극적인 국가

• 자본주의 4.0(2008년 이후~)
• 따뜻한 자본주의,동반성장주의
• 정부개입자원고갈지속불가능
• 기업환경 개선동반성장(共生成長) 지속가능
성(지속성장)
• 심각한 사회양극화 해결 위해 기업의 역할 강조

• 자본주의 3.0(70년대 중반~2008)

• 자본주의 1.0(~1920년대 중반 이전)
•
•
•
•

시장경제 강조(보이지 않는 손)
개인의 자유 중시( 자유방임주의)
국가 역할 최소화
야경(夜警)국가 소극적인 국가

• 오일쇼크발생(3$~11$) 정부실패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
• 시장역할 강조,
• 시장자본주의(신자유주의)
•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민영화,자
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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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 자본주의 변화과정
자본주의 1.0
• 18C~1929년 대공황
• 고전자본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자유방임
주의)

자본주의 2.0
• 1930년대 뉴딜정책
~1970년대 오일쇼크
• 케인즈 주의
• 국가개입주의
• 수정자본주의
• 수정자유주의

자본주의3.0

자본주의 4.0

• 1980년대 ~2008년 미국 금
융위기까지
• 시장자본주의
• 신자유주의

• 2008 미국 금융위기 이후
• 따듯한 자본주의
• 동반성장주의

• <보이지 않는 손>의한 시장
경제 중시
• 정부는 가급적 시장에 개입 • 정부가 경제를 살렸고, 정
하지 않으며,
부는 언제나 옳다
• 기업의 무제한적 이익창출 • 정부개입을 통해 시장을
과 시장지배 허용
통제하고 유지해야 한다
• 효율성 극대화, 형평성 악화 • 적극적인 복지국가
• 야경국가(夜警國家), 소극
적 국가, 작은 국가

• 정부실패 나타나기 시작
• 시장은 언제나 옳다
• 정부의 시장개입은 바람직하
지 않고, 정부의 역할은 최소
화 강조
• 자유무역, 국제적 분업, 민영
화 등 강조
• 노동시장의 유연화
• 작은 정부 지향

• 인간자본중심주의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 사회적 약자와 함께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가치의 공유
를 강조
• 동반성장주의(공생성장)
• 지속가능성(자본주의4.0모
델)
• 정부는 시장과 유기적인 상
호작용을 이뤄가야 함

• 정부에 의한 강력한 시장
개입정부주도사회복지
•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은 개
강조
인의 몫정부에 의한 사회
복지 미약
• 복지국가 발전&팽창(복
지국가 황금기)

•
•
•
•

복지국가 위기
국가역할 최소화(민영화)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 정부개입확대 자원고갈초
래 지속불가능
• 시장개혁(기업생태계개선)
공생성장지속가능
• 경제민주화

CH2(profe SNK)

6

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

•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의사결정

전체주의

• 개인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 위해 존재

군주주의

• 군주에 의한, 군주를 위한 체제

상대어

•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 주권재민(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자본주의

엘리트주의

사회주의

• 전체의 부(富)가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념

공산주의

• 공동생산, 공동분배 지향하는 이념,
• 사유재산제 반대  재산공유 주장

상대어

• 사적 소유권 허용
• 자유경제체제
• 개인주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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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 보수주의 vs 자유주의
①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상

보
수
주
의

② 현실을 유지하고, 변화에 저항(소극적)한다
③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다

• 국가개입
최소화

④ 개인/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을 거부
⑤ 개인의 가치를 선호하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자유를 제한한다(정부의 일정개입 수용)

• 잔여적
복지강조

⑥ 평등주의를 반대한다

① 집단에 의한 통제보다 개인의 자발성 우선한다

자
유
주
의

② 변화를 선호한다

• 국가개입
(소극적)인정

③ 개인 혹은 사회문제의 근원은 사회환경에서 비롯 된다고
보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책임과 개입을 수용한다
④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 인정

• 제도적
복지강조

⑤ 개인 자유를 선호하지만,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정부
제한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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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를 반대
• 생산수단 공유화 모든 사람이 평등/
조화 이루는 사회 갈망
•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목적 공산주의:

• 자유시장경제/자유기업경제
• 생산수단 사적 소유 가능
•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경쟁 등의 작동에
의해 생산과 소득분배, 소비 등이 자유
롭게 이루어짐

사유재산제 반대, 재산의 공유와 계급 없는 평등
사회 추구

• 모든 분야에서 국가 직접적으로 개입
 사회복지 or 복지국가 의미 없음

• 고전자본주의=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

• 수정자본주의=국가개입주의

(capitalism)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사회주의
(socialism)

자유주의
(liberalism)

•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
•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을 중요시
• 민영화 등 정부기능 최소화(국가개
입최소화)
• 시장은 좋고, 국가는 나쁘다
•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 국가와 사회제도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인격 존엄성 인정

• 개인의 자유를 가능한 한 증대시키려는
이념
• 시장질서 등 기본적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의 소극적 개입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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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전략 : 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국가 개입 최소화
(민영화, 대처리즘)
일정한 질서 유지 위해
국가의 제한적 개입 필요

신자유주의
보수주의

국가의 시장개입
필요성 부분적 인정

자유주의

엘리트이론

사회복지정책은
각 이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제3의길
고비용, 불평등을 해소
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노동자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실현하려는 이상

소수 엘리트에 의해 정책
결정

다원주의

이익집단간의 경쟁과
선호에 의해 정책 결정

조합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민주주의

정부 대표, 기업가대표,
노동자 대표 등 3자 연
합이 주요의사결정

합법적 범주 내에서 사회주의
실현하려는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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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1920년대 중반)

수정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1970년대 후반~)

①
②
③
④

(rf 31p)

자유방임주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 강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경제 강조
소극적인 국가, 작은 국가, 야경국가

① 1930년대 대공황 발생국가개입주의 초래(1930~1970년대 중반)
② 세계2차대전(1939~1945)
③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소득평준화, 완전고용 추구
④ 적극적인 국가, 복지국가  자본주의 황금기(국가개입주의, 케인즈주의)
① 70년대 초 석유파동, stagflation 등으로 세계적 불황 초래
② 국가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효율성&형평성 악화를 초래한다고 주장
③ 국가의 시장개입이 사회적 분열 초래, 자원낭비, 경제적 비효율성,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
④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을 국가에 예속시키고, 시민적 자유를 박탈한
다고 비판(反집합주의)

⑤ 국가개입 최소화  자유시장, 규제완화, 자유무역, 국제적 분업,
세계화, 자유화, 자유방임경제, 민영화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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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

<Thatcherism & Reaganomics>

(rf 32p)

① 정부는 사회적 선을 지키는 것에는 한계 있지만, 오히려 사회적으로 해로운 것을 행하는
데는 큰 힘을 발휘한다
② 개인의 책임이 중요하고, 선과 악은 존재한다

③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법과 질서유지와 국방에 있다
④ 국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정부에 미뤄서는 안된다
⑤ 경제성장 없이는 공공지출 증대는 세금부담을 증대시키고 선택의 자유를 축소할 뿐이다
⑥ 시장은 경제성장과 자유선택을 촉진하고,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⑦ 한 부분의 지출증가는 다른 부분의 지출 감소를 가져온다. 그렇지 않으려면 부채증가와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 상당수는
그 수혜자보다 가난할 수 있다
⑧ 정부개입은 사회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비생산적이다. 제대로
된 대책은 사회적 약자, 실업자, 병자 등에 대한 동정심의 표출보다 유용하다

CH2(profe S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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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

(rf 32p)

※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념
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복지비 축소해야 한다
② 국가의 과잉책임은 개인의 책임의식, 가족과 공동체의 연대의식, 사적자원 가치를 약화
 개인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국가지원은 극빈층에 국한되어야 한다
③ 복지윤리는 시장의 위험을 제거하고 실패에 대한 쿠션을 제공하며, 열망에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킴으로 기업에 해롭다  정부의 역할 최소화

※ 신자유주의의 사회정책에 대한 특징(rf 33p)
① 개인 자유의 철저한 보장

⑤ 통화팽창의 금지

② 공공복지제도의 축소

⑥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질임금의

③ 정부규제의 철폐 내지는 축소
④ 재정적자의 철폐와 재정규모의 강화

하향경직성 강화

⑦ 공기업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CH2(profe S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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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新)자유주의

(rf 31p)

CH2(profe S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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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엘리트이론 & (3) 다원주의

엘리트
주의

다원
주의

(rf 33~36p)

① 사회의 중심이 곧 엘리트, 엘리트에 의해 중요한 대부분의 정책이 결정
② 엘리트 중심의 계층적 하향적 통치질서를 중시하는 사회 이념
③ 엘리트에 의해 대부분의 주요사항들이 주도적으로 집행된다고 보는 견해
① 사회는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이 자신들이 선호하거나 이익
극대화 위해 경쟁 등 상호작용하면서 발전과 성숙 거듭한다는 견해
②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익집단 간의 경쟁, 갈등, 협력
등에 의하여 사회가 운영된다고 보는 견해

엘리트
주의

다원
주의

외부통제모형

국가는 외부 엘리트에 의하여 통제되는 하나의 기구로 이해

자율적행위모형

국가는 외부에 의한 통제보다는 행정엘리트의 선호를 반영

조합주의적모형

국가는 외부엘리트들이 하나의 통제체제로 통합된 망과 같음

풍향계 정부

국가는 사회 내 이익집단 간의 힘의 균형을 반영하는 풍향계

중립국가관

국가는 조정자, 심판자, 개입자로서 중립적 공약을 추구

브로커형 국가

국가는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공식 비공식적 조직들로 구성
CH2(profe S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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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주의 : corporatism

(rf 35~36p)

① 노동자 대표, 기업가 대표, 정부 대표 등 3자 연합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

조합
주의

정하는 이념으로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체제를 의미
② 국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만, 사용자대표와 노동자 대표의
정치적 교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③ 정부가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함
① 기업가 단체, 노동자단체, 정부대표 등 3자 연합이 주요 정책 결정하는 이념
② 정부의 적극적 주도적인 중재 하에 기업가단체, 노동자단체, 정부대표 등 노
사정(勞使政) 3자 연합이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

③ 국가조합주의 vs 사회조합주의(rf 36p)
국가조합주의 국가 주도적인 역할-주도권 행사,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이익집단으로 성장하여 국가와 수

사회조합주의 평적 관계에서 의사결정권 행사

CH2(profe SNK)

16

(5)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① 공동소유와 공동 운영 강조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소수관리에 반대

② 공동체주의 & 최대다수의 행복실현 강조
 모든 민중이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배 받는
사회 강조

사회주의

(rf 37~39p)

① Democracy : 국민(demo)에 의한 정치
(cracy)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② 국민주권(國民主權), 국민자치(國民自治), 평등
주의, 복지주의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①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천하고 구현하려는 이념, 사상 및
운동을 의미
②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소유와 사회적(공적)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해 실현하려는 주장
③ 현존하는 정치과정이나 법 제도를 통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평화적, 점진적 변화를 주
장하는 정치이념

CH2(profe S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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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①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 개량적 사회주의 이념)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② 사회정의 추구, 대의민주주의 위한 정책과 소득재분배정책, 사회 전반의 이
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

③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더 뛰어난 민주주의적 평등주의적 연대주의적
결과로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

① 민주주의를 강력히 긍정하고 옹호한다
② 모든 독재정치를 부정하고 배격한다
③ <생산수단의 공유>를 사회 개조의 유일한 방법으로 주장하지 않으며,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가 아니라 중요 부문의 사적 소유와 양립한다고 주장한다
④ 공산주의를 냉엄하고 정당하게 비판한다
⑤ 민주주의를 모든 영역에서 발전시킴으로써‘최고 형태의 민주주의’실현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⑥ 최고 형태의 사회주의가 발전할 때의 민주주의를 사회주의라고 부름 
종래의 사회주의 본질과 방향이 전혀 다르다

자유

평등

연대
CH2(profe S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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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rf 37~39p)

(1) 선거권의 노동계급으로의 확대
(2)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의 발전

(3) 강하고 중앙집권화된 노동조합 운동
(4) 우익정당의 약화
(5) 지속적인 사회민주당의 집권

(6) 지속적인 경제성장
(7) 노동자의 강한 계급의식과 종교, 언어, 인종적 분열의 약화

CH2(profe S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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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정의

자유

① 자유란 시민 각자가 자신의 인생을 어
떻게 살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
을 의미
② 국가나 사회가 그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③ 재정적 보장제도, 교육, 사회적 기회가
보장되어야 모든 개인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주장

(rf 37~39p)

(≒평등)

연대

① 정의란 모든 개인이 법 앞에 평등하
다는 것
② 개인이 신분이나 출신 등 사회적 배
경과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
것
③ 모두에게 똑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나 요구들도
존중하는 것

① 연대란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것에 기꺼이
응하는 것
② 연대로 인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준다
③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동선(善)을 추구하는 것이 곧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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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rf 37~39p)

① 낮은 소득불평등, 낮은 빈곤율, 높은 양성평등
② 국가의 역할과 공공정책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
③ 보편주의적 복지정책 강조

④ 다양하고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대하고 광범위한 사회보험 및 공
적 부조제도 운영

사회민주주적 ⑤ 여성 친화적, 여성의 자율성 강조,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높음
복지국가의 ⑥ 아동 케어, 노인 케어 서비스 발달
특징

⑦ 여성 취업률 가장 높고, 독립 수급권 보장
⑧ 사회정책과 고용정책 간의 연계를 강조

⑨ 노사간의 상생관계를 강조
⑩ 적극적 노동정책
⑪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CH2(profe S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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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rf 38~39p)

① 사회복지에 관해 매우 적극적: 혁명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실현(개혁)
② 사회복지는 목표이자 수단

장점

③ 보편적인 사회복지를 추구

④ 시장에서 생긴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다  정부 개입 필요성을 강조
⑤ 이윤추구의 시장보다 공공성 지향하는 국가를 더 신뢰사회복지 민영화 반대
⑥ 빈곤 등의 사회문제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
①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복지프로그램의 확대에 반대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노동조합의 자율권과 통합성을 약화,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 

단점
(38p)

몇몇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는데 만 유용할 뿐 보편화 하기 어렵다
② 사민주의 이론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과 조직력이 강해서 그들의 이익을 극
대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된다고 주장  노동자계급들의 동질성은
비교적 약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CH2(profe SNK)

22

(6) 마르크스주의(Marxism)

(rf 39~40p)

자본가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브루조아)

불평등=소외

 자본주의 사회는 타도 대상
 노동자 혁명으로 사회주의화를 강조
CH2(profe S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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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르크스주의(Marxism)

(rf 39~40p)

마르크스주의(Marxism)
① 자본주의 사회는 소수 브루조아에 의한 지배와 사적 소유와 유용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
과 모순&충돌 불가피, 결국 적대적 두 계급간 사회적 불만으로 사회혁명 불가피하게 발생
②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관계의 모순에 저항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으로 발전,
사회주의 형태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념
③ 생산활동을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두개 요소로 구분하여 설명생산력 발전함과 동시에
생산관계도 발전해야 함낡은 생산관계 파괴하고 새로운 생산관계 생성이것이 곧 계
급투쟁

④ 사적 소유의 성격을 부정 공동생산, 공동분배(공산주의)노동자의 투쟁(사
회혁명)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발전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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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의 길(the 3rd way)
제2의길(the 2nd way)

제1의 길(the 1st way)
① 사회민주주의( 국가 역할 강화)

① 신자유주의(국가역할 최소화)

② 국가가 공익을 위해 시장과 사회에 적극
개입하여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

② 시장과 시민사회는 국가간섭 없이 방임
되어야 함

③ 국유화, 혼합경제체제

③ 민영화(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④ 高부담, 高복지  저효율 문제

④ 低부담, 高복지  불평등 문제

제3의 길(The 3rd way)
① 중도좌파적 노선
② 자본주의+사회주의의의 실용적 결합
③ 무한경쟁의 시장경제 폐단 막기 위해
정부간섭 필요

④ 시장효율성+형평성 동시추구
⑤ 적극적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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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의 길(the 3rd way)
시장경제 지향

복지국가 지향

제2의 길

제1의 길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제3의 길
① 사회투자국가

② 복지다원주의
③ 발상의 전환

① 인적자본 등에 대한 투자
(재교육, 평생교육 등)
② 복지공급주체의 다양화
③ 수혜자 의존성향 스스로
감소 생산적 복지
CH2(profe S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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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의 주요 내용
ⓐ 사회투자국가 평생교육국가

<정치>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것보다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국가( 노인노동력 활용
위한 고령인구대책, 노동자 위한 실업대책 등)

사회주의+자본주의를 실용적으로 결합하는
중도좌파 노선

<경제>

ⓓ 복지다원주의 복지공급주체 다원화
복지 주체의 다원화(중앙정부 중심 공급구조
기업, 지방정부, 비영리부문의 복지공급 강조)

무한경쟁으로 인한 시장경제의 폐단을 방지
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한정적
자본주의 추구

<사회복지>

ⓒ 의식전환( 발상의 전환)
노동자 의식전환을 강조( 복지의존성 감소)

노동권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welfare
to work)와 부를 균등배분하는 사회적 동
반자 정신을 바탕으로 함

노동연계 복지(welfare to work)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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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적 기능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rf 42p)

사회복지정책
1) 유권자와 국민
들의 욕구 충족

생존권
보장

2) 시장경제 발전
에 기여
3)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

빈곤의
퇴치

인간의
존엄성

개인적
성장과 개발

사회복지
정책

사회안정과
질서유지

평등의
증진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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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적 기능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rf 42p)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적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치)

생존권 보장

평등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최저수준의 보장
빈곤의 퇴치

자유의 가치

평등의 증진

민주주의 가치

사회통합

사회적 연대의식

사회안정과 질서

생존권 보장

소득재분배 통한
평등의 추구

사회통합
개인적 성장과 개발

효율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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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이론적 배경(rf 46p)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추구하는 가치(rf 46p)

• Gillbert & Specht
: 배분적 정의

• Furniss & Tilton
① 평등

① 평등

② 자유

② 공평

③ 민주주의

③ 적절

④ 사회적 연대의식
⑤ 생존권 보장
⑥ 경제적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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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正義 :

正意

사회복지정책은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나다(rf 46p)

①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바른 의의(意義)

② 지혜와 용기와 절제의 완전한 조화를 이르는 말(by 플라톤 철학)

배분적
정의

① 인간의 가치의 차별성을 인정, 이를 근거로 명예나 재화를 분배하는 것분
배적 정의

② 구성원 개개인은 각각 상이한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 그 가치와 능력
차이에 따라 다르게 취급을 하여야 한다( 실질적 평등의 원리)
③ 평등, 공평, 적절

평균적
정의

①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 모든 인간은 평등하
게 다루어져야 한다( 형식적, 절대적 평등의 원리)
② 손해와 보상, 범죄와 형벌 등은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의 원칙에 따라 균
형을 취해야 한다  이해득실을 평균화하고 조정하는 것

일반적
정의

① 일반적 정의 = 법률적 정의
②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사회(즉,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대한민국 청년이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누구나 군대에 입대하는 것
 경민 대학 사회복지과 학생으로서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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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기출문제) 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적절한 사례를 <보기>
에서 선택하시오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다. 정의는 (가)와 (나)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가)는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절대적ㆍ형식적 평등으로의
성격을 갖는다.
② (나)는 능력ㆍ공헌도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의
성격을 갖는다.
①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
② 초범과 상습범에 대한 교화방법을 달리하는 것

③ 누구든지 손해를 끼치면 배상케 하는 것
④ 국회의원 선거권자 1인당 1표 투표권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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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의 가치
 남녀노소가 100m 달리기 경주를 할 때,,,
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출발점을 동일하게 하고 출발하는 것은 평등인가?

기회의 평등

② 남녀노소 구분해서 출발점 차별화시켜 출발하는 것은 평등인가? 비례적 평등(실질적 평등)
③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참여한 사람에게 균등한 보상을 주는 것은? 결과의 평등, 수량적 평등

평등

 권리, 의무, 기회, 자격, 신분 등에서 차별이 없는 상태
 차별이 없는 것

비례적 평등
(실질적 평등,
공평)

 개인의 욕구, 능력, 공헌, 기여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차등화 분배하는 것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회의 균등  동일한 출발조건 제공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결과나 여건에 관계없이 과정상의 기회만을 평등하게 해 주는 것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나 능력 차이에 관계없이 구성원에게 사회적 자원을 균등 배분하는 것
 여성할당고용제, 장애인의무고용제
 절대적 평등(공공부조, 건강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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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

수량적 평등
•

정의

•

•
사회복지
정책적
의미
•
우리나라
제도

비례적 평등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
취급
개개인의 욕구나 능력,
기여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
분배하는 것

개인의 욕구, 노력, 기
여, 능력에 따라 사회
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
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차등화하여 자원 배분

소득재분배 목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능
력이나 기여에 상관없
이 사회적 자원을 배
분하려는 정책
결과의 평등

연금이나 보험료 많이
낸 사람들에게 더 많
이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정책
열등처우의 원칙

공공부조제도
건강보험

•

•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회의 평등

•

과정이 평등하다면
결과의 불평등은 상
관이 없다는 의미

•

과정상 동일기회의
평등을 제공
결과가 균등 못해도
개의치 않는 정책
최소 국가개입 수용
형식적 평등

•
•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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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의 가치
①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자유

②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듯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소극적
자유

① 다른 사람의 구속 또는 의지로부터의 자유(~로부터의 자유)

적극적
자유

① ~를 향한 자유 : 스스로의 결정을 실현하려는 자유(자기계발, 자아실현,
개성표현, 공공선의 실현, 창조, 연대, 사랑을 실현하는 자유)

② 외부로부터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

② 국가입법행위나 정치에 참여하는 자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참정권)
③ 국가는 국민이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복지) 보장해야 하는 적
극적 의무 있음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가 곧 복지국가

소극적 자유(freedom of something)

적극적 자유(freedom for something)

•
•

~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
•

~를 향한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참정권)

•
•

외부의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
간섭 받지 않을 자유

•
•

스스로의 결정을 실현하려는 상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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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자유 vs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freedom of something(자유권)
① (국가, 타인)~로 부터의 자유, 구속 or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② 타율적 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국가로부터, 종교로부터, 타인으로부터의 자유
③ 타인으로부터 방해(간섭) 받지 아니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④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 자유
⑤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
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적극적 자유: freedom for something(참정권)
① ~을 위한(에 대한)자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②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한 자유
 무엇을 (달성, 성취)하기 위한 자유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능력을 확대하려는 자유

사회복지제도 
적극적 자유실현
위해 개입

 더 풍족한 생활을 위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기본권을 요구하는 권리
 빈곤, 무지,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③ 따라서 국가는 적극적 자유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소득, 건강, 교육, 주거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야 한다
36

(3) 민주주의
• Demacracy : demos
(민중)+kratos(지배)
• 다수 민중이 지배하고, 다수의
민중이 지배 받는 정치 형태

• 주권이 주민에게 있는 정
치 제도( 主權在民)

의미

국민이 주권을 가진 정치 형태
다스리는 자 = 다스림을 받는 자

민주
주의

인간의 존엄성 실현
이념

자유
평등

① <직접 민주주의>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다수지배원칙에 따라 전체 시민에 의해 행
사되는 통치형태
② <대의적 민주주의>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일반 시민이 선출하고, 일반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표자들에 의해 행사되는 통치형태
③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적 민주주의>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 등의 자유권과 인권 등
국민적 기본권이 헌법 등에 보장되고 있는 통치형태
④ 사유재산의 불공정한 파생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불평등 등을 최소화 시키는데 초
점을 둔 통치형태
사회복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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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연대의식
 부자와 빈자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가?
 힘 있는 자와 약한 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는가?
 길거리에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대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누군가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질서, 혼돈/혼란
갈등, 약탈 등
사회문제 발생

 사회적 연대의식이란?
① 사회구성원 상호간 또는 구성원과 사회간의 상호의존을 지탱하는 의식 또는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통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귀속의식
②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 힘보다 구성원 모두가 단결하여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

③ 연금제도, 산재보험, 실업수당  연대에서 비롯된 것
④ 사회적 연대 = 협력이 바탕이고, 타협이 전제되어야 한다
⑤ 민주주의 핵심가치(자유, 평등, 연대): 자유는 평등을 필요로 하고, 평등은 연대를 필요로
하며, 연대는 자유와 평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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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연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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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존권의 보장

(6) 효율성

① 생존, 즉 살기 위하여 의식주 등 기본적
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

①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는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을 판단해야 한다

②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생존 또는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의 확보를 요구
하는 권리

② 효율성: 비용대비 효과의 정도

③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생존권 권리
규정
④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수립되고 실행
되어야 한다

③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수립과 집행을 해야 한다
④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해야 한다
⑤ 효율성의 유형: 목표효율성, 운영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⑤ 평균적 정의 or 절대적 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 공공부조제도 )

CH2(profe SNK)

40

※ 효율성 개념과 유형
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의미
② 예산(자원)은 유한, 욕구와 문제는 무한 가급적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 달성
하도록 사용
③ 목표의 달성 정도 당초 계획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척도
④ 목표에 가장 근접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달성할수록 효과성이 높다고 함( 적합성)
⑤ 일을 옳게 하였는가? VS 옳은 일을 하였는가?

효율성

효과성

(2) 효율성(능률성)의 유형

목표효율성
운영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

목표하는 대상자들에게 지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상효율성)

•

정책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
준

•

시장경제논리에 의하여 모든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의 효용을 높
이는 것을 배분적 효율이 달성되었다고 함(-->파레토 최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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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와 효율성

현금급여

•

운영효율성은 ( 높고 ), 목표 효율성은 ( 낮다 )

현물급여

•

운영효율성은 ( 낮고 ), 목표 효율성은 ( 높다 )

바우처

•

운영 효율성은 ( 높고 ), 목표 효율성은 (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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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rf 50p~53p)
목적과 목표의 차이
목적

목표

• 궁극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방향

•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

• 도달하고 싶은 일이나 방향

• 행동을 통해 도달하고 싶은 대상

• 추상적, 철학적, 이념적, 방향성 제시

• 구체적, 측정가능성, 실현가능적
•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 성공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 (예) 나는 성공할 것이다

• 나는 매일 10시간씩 공부할 것이다

• 나는 매년 1`억씩 저축할 것이다

목적

금연을 통한 건
강한 삶의 구현

상위목표

세부목표

1.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
시킴

1-1. 흡연의 문제점에 대한 시청각 교육 10회 실시
1-2. 금연 성공자의 특강 5회 실시
1-3. 금연 실천을 위한 서약서 100% 서명

2. 금연 기술 습득

2-1.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금연 기술 1가지 습득
2-2. 집단prog 통한 내적 통제성 80점 이상 달성

3. 금연활동 유지될 지지
체계를 구성함

3-1. 지지체계 활성화 위한 2박3일금연캠프 1회 수행
3-2. 금연 위한 정기모임 참여율 80% 이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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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rf 50p~53p)

(1) 최저수준의
보장

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유지,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정
도의 생활상태를 정부차원에서 보장하는 것
②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인간으로 누려야 할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곧 사
회복지정책의 목표

(2) 소득재분배
통한 평등
추구

① 완전평등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통하여 불평등 정도의 감소

② 수직적 재분배 & 수평적 재분배 등

① 계층 간의 갈등은 사회의 안정을 위협

(3) 사회 통합

② 사회질서의 유지 위해 사회문제나 공동욕구 충족 위한 정책 제공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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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유형과 사회보장제도
수직적
재분배

•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로의 소득이전

누진적 소득세
공공부조

수평적
재분배

•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의 소득이전

가족수당, 아동수당,
건강보험

•

우발적 사고 당하지 않은 집단으로부터
사고로 고통 받는 집단으로의 소득이전

산재보험

•

전 생애에 걸쳐 발생되는 재분배

국민연금

단기적
재분배

•

현재의 사회적 욕구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자원 사용

건강보험, 산재보험,
공공부조 등

세대 간
재분배

•

현 근로세대에서 다음 세대(혹은 이전
세대)로의 소득이전

국민연금 부과방식

세대 내
재분배

•

자신의 근로시절 소득을 적립하였다가
노후에 소득이전

우발적
재분배
장기적
재분배

국민연금 적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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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빈곤의 덫
(poverty trap)

① 임금근로자나 공공부조대상자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 올리지 않고 계속해서 빈곤선 이하 상태에 있
으려는 행위  복지 의존증
② Workfare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 Welfare to work
(근로조건부 복지) 개념을 초래

실업의 덫
(unemployment
trap)

① 임금수준 낮으면 일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기보다는 실업
급여나 실업부조를 통해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는 생각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행위
② 실업급여, 실업부조의 수준이 높은 경우 일하지 않으려는
경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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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도덕적 해이 & 역의 선택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①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의무
소홀히 함으로써 화자 발생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행위
② 노동자가 감시 소홀할 때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③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 이후 사고대비 주의를 덜하는 것

④ 의사가 의료비 높이기 위해 과잉진료 하는 것
⑤ 집단이기주의, 법과 제도 허점 악용한 이익추구행위, 자기책임
소홀
⑥ Moral hazard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가 곧 ‘역 선택’

역의 선택
(adverse
selection)

①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일
② 즉, 보험 계약할 당시 사고가 날 가능성 높은 사람, 즉 보험금
을 탈 가능성이 큰 사람이 가입함으로써 보험 회사에서는 불리
한 조건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
해 보험료 책정을 높게 할 가능성 많음
③ 주인-대리인 문제: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대리
인을 잘못 선택하거나 과다한 보수를 지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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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rf 53p)

(5) 사회정의론
(1) 사회양심이론
(6) 음모이론
(2) 합리이론
(7) 종속이론
(3) 시민권이론
(8) 확산이론
(4) 수렴이론

(9) 정치경제학적
결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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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사회양심이론

사회구성원의 양심이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주도하였다고 보는 이론

합리이론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인간이 고안해낸 합리적 문제해결과정에서 비롯

시민권론

시민권이 확대되고 발전되면서 사회복지정책도 발전하였다고 보는 이론
18C(공민권) 19C(참정권) 20C(사회권=복지권) 등의 발달로 복지도 발달

수렴이론

산업기술이 발달할 수록 사회복지도 발달, 결국 산업화 수준이 사회복지 결정한다고
보는 이론(산업화 이론=기술결정론)

사회정의론

사회정의의 확대와 실천과정에서 복지정책도 발달한다고 보는 이론

음모이론

사회안정과 사회질서 유지 위한 통제수단으로 사회복지정책 발달시켰다고 보는 이론

종속이론

중심국가의 경제적 지배현상이 사회복지부문에도 영향 주어 복지정책이 발달한다고
보는 이론

확산이론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또는 인접한 국가로 확산되면서 복지정책이 발달한다고 보는
이론

정치경제이론

자본논리론, 계급투쟁론, 복지국가 모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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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양심이론

개인
양심

주민
양심

① 양심(良心)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
임의식을 느끼는 감정적 의식

② 양심은 곧 이타성(利他性)
사회적
양심

문제&욕구
개인적&사회적 문제/욕구

③ 타인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개인적 양심(이타
성)사회적 양심으로 발전 사회적, 국가
적 정책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는 이론
④ 정부가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곧 사
회적 양심에서 비롯
⑤ 복지국가 발달은 국민 사이에서 사회적 양심
이 성장한 결과,,

국가(사회복지)정책

⑥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곧 국가의 양심=자선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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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심이론의 주요내용
(Baker, 1979)
1)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타인에 대한 사랑 또는 인간 상호 간의 사랑이 국가를 통해 나
타난 것이다

2) 복지정책은 ① 사회적의무감의 확대와 심화, ② 욕구에 대한 국민의 지식증가 때문에
변화한다

3) 변화는 누적적이며, 복지정책은 관대하며 광범위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4) (4) 사회 개선은 불가피한 것이며,

현행 서비스는 최선의 것이라고 간주된다

5) 현행 서비스가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사회복지의 주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사회
는 안정적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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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심이론의 모순

사회적 양심
이론에 대한
비판

① 정부의 복지정책을 국가 자선활동으로 간주  지나친 동정주의적
관점 과다하다

② 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요인을 무시, 복지국가를 이상주의로 간주
③ 모든 사회가 똑같이 복지정책이 발전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
④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
⑤ 사회복지형성 및 변화과정을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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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리이론
빈곤, 실업, 고용불안,
비정규직 문제, 범죄,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

사회문제에 대해 이성을 지닌 사람들
이 현명하게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과
정에서 복지가 발달한다는 이론

• 국회 입법(법 제정)

• 빈곤정책

• 행정부 제도

• 실업/고용정책

• 시민단체 시민운동

• 범죄피해자지원정책

• 기업 자발적 참여

• 저출산고령화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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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권론

시민권론
의의

① (def) 시민권이란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 
즉,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기본적 평등)

② 시민권: civil rights, political rights, social welfare rights
a. 공민권(18C)
시민권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기본적 권한을 보장받
을 수 있는 권리

시민권론
장단점

b. 참정권(19C)
발달과정
•
•
•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c. 사회권(20C)
사회권 or 복지권: 최소의 경
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
(생존권, 교육제도, 공공부조)

① 시민권이 복지정책에 기여한 점(Marshall, 1963)  사회복지급여를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도록 기반 제공
② 잔여적 복지 外 제도적 복지모형의 기준과 발달을 제시)

③ 복지서비스가 시민적 연대성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제시
④ 시민권 제도화 사회복지 제도화 사회구성원 간 상호원조 활성화  사회적 시민적
연대감 생성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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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렴이론(≒기술결정론, 산업화론)
세계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
1. 리히텐슈타인
2. 모나코
3. 룩셈부르크
4. 노르웨이
5. 카타르
6. 스위스
7. 호주
8. 산 마리노
9. 덴마크
10. 스웨덴

$ 170,373
167,021
115,377
100,000
92,682
85,800
67,040
64,480
60,000
57,134

대한민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쿠웨이트 57,102
캐나다
50,565
네덜란드 50,215
싱가포르 50,100
오스트리아 50,000
핀란드
48,887
아일랜드 48,836
미국
47,882
벨기에
47,8072
독일
44,000

빈곤
문제

실업
문제

주택
문제

건강
문제

그리스

키프로스
슬로베니
아

31. 스페인

31,820

32. 키프로스

30,5233

33. 대한민국

25,167

34. 그리스

24,251

35. 슬로베니아

23,810

36. 바하마

22,431

37. 적도 기니

22,410

38. 포르투갈

22,226

39. 오만

22,100

40. 대만

21,600

사회복지도
유사하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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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렴이론(≒기술결정론, 산업화론)

산업화/도시화
 경제성장

빈곤, 실업,
빈익빈 부익부
문제 등 발생

사회문제/사회적
욕구를 수렴

사회복지정책
발달

기술결정론≒수렴이론 ≒산업화론

기술이 곧 산업화,
경제성장 수준 결정

기술수준 유사
경제수준도 유사

경제수준 유사 
사회문제 사회적
욕구도 유사

결국, 기술수준이
유사하면 사회복지
정책도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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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이론(≒산업화론 ≒ 기술결정론)
① (수렴이론 정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수반되는 사회문제와 사회욕구를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가 발달
② 정치, 경제, 사회 체제 (국가체제, 사회조건 등이) 등이 달라도 ① 산업화 ② 경제성장 정도가
유사하면 사회복지 수준도 비슷하다는 의미(이념의 종말, 체제의 종언)

① (기술결정론)  기술이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론
② 즉, 복지발달은 사회적 양심, 법, 제도, 이념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의 정도, 경
제성장 수준> 등에 의해 결정
③ 산업화는 사회적 위험(실업, 질병, 산업재해, 고령 등)과 사회적 문제(빈곤, 범죄, 주택, 환경오염
등) 발생 유사 복지정책 초래



(수렴이론의 한계)

① 복지정책 발달은 지배계층의 이념과 이해관계 또는 신념, 가치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음  그
런데 <산업화, 경제성장 정도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 설득력 없음
② 공산주의자들은 복지정책은 제도가 아니라 구조산업화와 관계없음 (but, 사회주의 국가는 국
가가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책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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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정의론
정의란 곧 평등이다
①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울피아누스)

②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존 롤스)

평균적
정의

일반적
정의

배분적
정의

-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절차상의 정의)
- 개인 상호간 매매와 손해 및 배상, 범죄와 형벌 등은 반드시 균형 갖춰야

-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사회에 져야 할 의무에 관한 일반적 정의
( 과정으로서의 정의)
-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 윤리, 도덕

-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공헌-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함
( 실질적 정의)
- 사회복지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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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모이론
사회안정

사회질서유지
빈곤과 빈민의 해결
사회통제

정권 유지

사회복지정책

특정목적달성

현상유지

구빈법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
보험법
일제강점기 복지정책
5공&6공의 복지정책

기득권 유지

표현된 정책목표
vs
숨겨진 정책목표
※ 음모이론의 한계
① 정책 결정권자 의도만 강조, 정책과정과 정책현실을 무시
② 진정한 사회적 약자 위한 복지정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③ 지배계급과 빈민계층은 늘 변화
지배계급이 복지를 통해 빈곤층 등 소외계층을 지배,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 바뀐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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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이론

정의

① 복지정책은 인도주의적 이타심이나 양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유지와 안
정을 위한 사회통제와 사회질서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
② 자본가계층의 자비심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라 빈민규제를 위해 공적 복지제도를
사용한다고 간주

③ 복지를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발전시킨다는 의미

다양한
견해

① 맑스주의자: 자본주의와 복지는 양립할 수 없다
② 구빈법, 비스마르크 사회보험법: 빈민 위한 정책 아니라, 기득권과 국부, 사회질서
의 유지를 위한 수단
③ 우리나라 복지정책: 정권 획득 위한 수단과 도구로 출발

① 정책 결정권자 의도만 강조, 정책과정과 정책현실을 무시

한계

②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③ 지배계급과 빈민계층은 늘 변화지배계급이 복지 통해 빈곤층 등 소외계층 지배,
if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화 한다면,,, 복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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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속이론
• (Q) 선진국의 자본이 후진국에 투자되면 후진국은 발전할까? 아니면 반대로 후퇴할까?
• (Q) 빈익빈 부익부를 극복할 수 없는 이유는?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① 라틴아메리카 등 제3세계 국가(후진국)의 경제상태나 사회정책변화에 관한 설명이론
② 중심국가(지배국-선진국)의 경제적 지배가 사회 문화부문에서도 영향을 미쳐

사회

복지제도도 결국 선진제국의 제도나 체제에 의해 종속된다는 이론
③ 국민의 욕구나 정치에 의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국가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전
되면서 중심국에 종속된다는 이론

④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욕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지향적 경제와 관련
된 사회형태의 불가피성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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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이론, 이익집단론, 국가중심이론 등

사회민주주의
이론

①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정치적 세력이 커질수록 복지국가가 발전한다
② 복지국가는 노동자계층이 얻어내 투쟁의 산물
③ 민주주의는 확산과 변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화되어야 한다

이익집단론
(다원주의)

① 다원주의 사회
② 사회복지정책은 이익집단들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
③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상충을 조정하는 데 국가의 역할이 강조

국가중심론
(국가론)

① 사회복지는 국가가 스스로 문제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
②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며 그것을 수행하는 정
부관료의 기능을 강조

CH2(profe SNK)

62

(8) 확산이론( 전파이론)

확산이론
의의

① 긴밀한 국제관계로 인하여 한 국가의 복지제도나 경험이 다른 국가로 전파되거나 확
산된다는 이론
② 즉, 복지선진국가의 제도나 정책을 복지후진국가 혹은 제3세계국가 군이 모방 답습
한다는 이론
③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국가의 지리적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
 유럽국가,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일본 介護보험)

확산의
유형

확산이론
의 한계

①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확산이전  위계적 확산

②

지리적 인접성을 근거로 주변국가로 이전  공간적 확산

① 사회복지는 확산효과도 있지만, 내부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
② 국내외 복잡한 환경요인에 의한 복지발전과 변화과정을 설명하기에 부족
③ 역확산(복지후진국복지선진국)에 대한 설명력 부족
④ 복지발전의 원인(복지가 복지를 낳는다)에 관한 설득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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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치경제학적 결정이론
① 자본가 계층의 필요와 옹호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하게 된다는 이론

자본
논리론

계급
투쟁론

복지국가
모순론

②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축적의 원활화와 방해요소의 제거를 위한 장기적 차원에서 발달
③ 장기적으로 노동자계급에 의해 발생될 문제를 사전에 자본가계층과 국가가 제압하고
규제위해 복지제도가 발달 자본축적의 원활화와 장애요소 제거 위한 장기적인 포석

①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성과물로 발달하게 되는 이론  자본가
들은 근본적으로 복지정책의 도입이나 팽창을 반대한다는 전제
②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노동당정부와 사회민주적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노동자를 위한 정책의 결과가 곧 사회복지정책

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윤 극대화룰 지향하는 자본축적기능과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는
정당화의 기능은 상호 모순관계에 있다는 주장
② 자본축적기능: 성공적인 자본축적을 위해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기능
③ 정당화 기능: 자본주의 모순점을 줄여 정당성을 보존하려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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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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