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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개요 |

행 사 명

부 제

일 시

장 소

주 최

후 원

공식언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국가간 비교 심포지엄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전략

2011년 11월 8일(화), 10:30~18:1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경기복지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

보건복지부, 경기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사회복지학회, 조선일보 

한국어, 영어, 일어(동시통역 제공)

| General Information |

Title

Date/Time

Venue

Host

Support

Language

Meeting the Challenge of Social Service Delivery

10:30~18:10, Tuesday, November 8, 2011

Korea Press Center

Gyeonggi Welfare Foundati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inistry of Health & Welfare, Gyeonggi Province,

Korea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Service

Korean, English, Japanese (Simultaneous Translation)

Meeting the Challenge of Social Service Delivery

| Over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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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10:30~11:00 등록

11:00~11:30 영상 상영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영상

11:30~12:30 한국사례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실장

홍선미, 경기복지재단 초빙연구위원/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2:30~14:00 휴식

14:00~14:25 개회식

[개회사]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환영사]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축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14:25~15:25 기조강연
Prof. Gosta Esping-Andersen, Universitat Pompeu Fabra, 스페인 [영상]

Prof. Sven E O Hort, Linnaeus University, 스웨덴

15:25~16:25 국외사례

Ms. Sue Jarvis, Child Youth and Family, 뉴질랜드

Prof. Takayuki Hirano, Nihon Fukushi University, 일본

Dr. Selena T. Rodgers, York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미국

16:25~16:40 휴식

16:40~17:40 토론 

[좌장]

백종만,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자]

강혜규 박사 

홍선미 교수

Ms. Sue Jarvis

Prof. Takayuki Hirano

Dr. Selena T. Rodgers 

[패널]

박경숙,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 연구위원

17:40~18:10 질의 및 응답

18:10 폐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국가간 비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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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

10:30~11:00 Registration

11:00~11:30 Video Moohandolbom Center

11:30~12:30 Domestic Cases
Dr. Hyekyu Ka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Prof. Seonmee Hong, Gyeonggi Welfare Foundation, Hanshin University

12:30~14:00 Break

14:00~14:25 Opening Ceremony

[Opening Speech] 

Sang-Mok Suh, Chairman of Gyeonggi Welfare Foundation

[Welcome Speech] 

Yong-ha Kim,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ongratulatory Speech] 

Moon-Soo Kim,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Chemin Rim,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14:25~15:25 Keynote Speechs
Prof. Gosta Esping-Andersen, Universitat Pompeu Fabra, Spain [Video] 

Prof. Sven E O Hort, Linnaeus University, Sweden

15:25~16:25 Foreign Cases

Ms. Sue Jarvis, Child Youth and Family, New Zealand

Prof. Takayuki Hirano, Nihon Fukushi University, Japan

Dr. Selena T. Rodgers, York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U.S.A.

16:25~16:40 Break

16:40~17:40 Discussion 

[Moderator]

Prof. Jong Man Paik,

Professor of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esenter]

Dr. Hyekyu Kang

Prof. Seonmee Hong

Ms. Sue Jarvis

Prof. Takayuki Hirano

Dr. Selena T. Rodgers  

[Panel]

Prof. Kyung Sook Park, Kyonggi University

Prof. Jae-Sung Choi, Yonsei University

Dr. Eun Mi Seoung, Gyeonggi Welfare Foundation

Dr. Meesook Ki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17:40~18:10 Q&A

18:10 Closing

Meeting the Challenge of Social Service Delivery



개회식 | Opening Ceremony

서상목 |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Sang-Mok Suh | Chairman of Gyeonggi Welfare Foundation

김용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Yong-ha Kim |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김문수 | 경기도지사

Moon-Soo Kim |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임채민 | 보건복지부 장관

Chemin Rim |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개회사 | Opening Speech

환영사 | Welcome Speech

축사 | Congratulatory Speech 1

축사 | Congratulatory Speec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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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회 사  |

약력 | Biography

현재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직을 맡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복지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각종 사업추진에 전념하고 있다.

앰허스트(Amherst)대학을 졸업했고 스탠퍼드(Stanford)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세계은행(World Bank) 이코노미스

트, 타임(Time)지 경제고문, UN사무총장 고위정책자문위원, 국회 아·태환경의원연맹(APPCED) 집행위원장 등을 지내며 경제전문

가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했다. 정계에 입문하여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내며 경제 및 복지정책 전문가로서도 활동했다.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금연활동상, 스탠퍼드대학교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상(Sequoia Award)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정치시대를 넘어 경제시대로≫,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도산 안창호 리더십≫ 

등이 있다.

Dr. Sang-mok Suh is currently the Chairman of the Gyeonggi Welfare Foundation and concentrates on welfare 

policy development and various projects that take the lead in the social welfare in Korea.

He graduated from Amherst College and received his Ph.D. in economics from Stanford University in 1974. 

Dr.Suh actively worked for global economy as an economist at World Bank, an economy advisor to Time Magazine, 

a member of High-Level Policy Advisory Committee to the United Nations (UN), and the Chairman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Asia Pacific Parliamentaria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PPCED).

Entering politics, he devoted himself to Korean economy and welfare policy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n the Korean Government.

Thanks to his contribution to economy and welfare policy, Dr. Suh was awarded “Quit Smoking Award” from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Sequoia Award (Proud Alumni)” from Stanford University.

He has written various articles and published several books on Korean economy and politics. His representative 

publications are “The Crisis of Korean Capitalism,” “Beyond the Politics Era Toward the Economy Era,” “The Market 

Economy Wins the Government Policy,” “Dosan’s Way to Leadership: Love Yourself and Love Others,” etc.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Sang-Mok Suh

Chairman of Gyeonggi Welfar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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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논의되며 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주제로 저희

재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주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과 경기도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실로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국적인 전달체계 개편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이 긴밀한 연계 속에서 보완·발전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고민하고 노력하여도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심포지엄이 그 선진사례들을 비교하기 위한 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미 경기도는 “맞춤형 무한복지” 복지 비전으로 선포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세계

적 모범이 되는 지구촌 복지를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나 체계가 아직까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선진국 전달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그들이 가진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심포지엄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복지도 세계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뜻 깊은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임채민보건복지부장관님, 김문수경기도지사님, 김용하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원장님, 이봉화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재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11월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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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ing Speech  |

In recent years, developing a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service recipients has emerged as a critical policy issue and has attracted growing attention from all 

levels of society including the academic world. In this regard, it is a great honor and privilege for 

our Gyeonggi Welfare Foundation along with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o 

assume co-sponsorship of today's symposium under the theme of establishing a consumer-oriented, 

customized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Our Foundation and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have made concerted efforts to create 

a consumer-centric, personalize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our efforts ultimately led to 

the opening of the "Gyeonggi Moohandolbom Center". Today, the Center emerges as a role model 

in the nationwide reorganization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at it identifies 

consumers' needs through case management and then supplies tailored services in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Furthermore, our experts and researchers are continuously working in 

close cooperation to address shortcomings to help make the Center function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However, even with our dedication and endeavor, there is still a lot more to be desired. We need to 

conduct more case studies on advance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s by comparing them to ours. 

In this context, today's symposium is a great opportunity for us to meet this need.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declared unlimited, personalized care as its social welfare 

vision. I believe that through a consumer-oriented and customized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he 

vision would develop into a global exemplar to take the lead in international social work. Although 

the level or system of Korea's social welfare service still lags behind other OECD members, we are 

making progress, and further progress will be made in today's meeting by sharing know-how from 

advanced countries to learn from them and compare them to our practices. 

I truly hope that today's symposium would be a momentum for Korea's social welfare system to take 

a leap forward in becoming one of the most successful systems in the world. 

Finally,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the Honorable Minister of Welfare and Health, 

Rim Che-min, the Governor of Geyonggi Province, Kim Moon-soo, President Kim Yong-ha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and President Lee Bong-wha of the Korea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Service for taking precious time out of their busy schedules to be here today. I 

also wish to express my heartfelt appreciation to the staff of the Gyeonggi Welfare Foundation for 

all their support and hard work. 

November 2011

Sang-Mok Suh

Chairman of Gyeonggi Welfare Foundation



Meeting the Challenge of Social Service Delivery

Meeting the Challenge of Social Service Delivery • 9

|  환영사  |

약력 | Biography

■학력

1980.3.-1984.2.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4.3.-1986.2.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1990                    독일 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FES) 사회경제연구소 연수

1988.3.-1993.8.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력

1984.4.-1994.6.      한국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1994.7.-1997.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998.3.-현재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휴직)

위원회 활동(현재)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 등 다수

■저서

희망복지 포트폴리오(2010, 이미지북)

보험과 리스크 관리(공저, 2010, 문영사)

사회보험론(2008, 문영사)

■연구보고서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국가 행복(Well-being)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논문

-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2011, 보건사회연구3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 개혁의 효과성 국제비교(2011, 한국사회정책 18(2), 한국사회정책학회)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Yong-ha Kim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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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Background

Bachelor in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Master in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Ph.D. in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Research Study, Center for Socioeconomic Studies, FES, Germany 

■Professional Experience

1984. 4~1994. 6 : Senior Researcher,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4. 7~1997.11 :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8. 3~2008. 8 : Professor, Economics and Business Studies, Soonchunhyang University

2005. 1~2007.05 : Chairman, Fiscal and Taxation Committe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007.12~2008. 3 : Advisor, Seventeenth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2008. 4~Present : Co-chair, National Pension Reform Commission,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8. 9~Present :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8. 9~Present : Member, National Pension Fund Operation Commission

2008.11~Present : Member, Committee o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2008.12~Present : Membe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mmittee

2009. 3~Present : Member,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Social Security

2011. 4 ~ 2011. 8 : Member, Advisory Council on Welfare and Medical issues

■Publications

- A Critical Review on Definition of the Baby-boom years, Labor market shocks, and Inter-generational

  income transfer(20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ffects of the Reform of Post-retirement Income Protection System(2011, Korea Social Policy Review 18(2))

- Comparative Study on Welfare Index of OECD countries(20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_ Hope Welfare Portfolio (2010, Imagebook Publishing)

_ Insurance and Risk Management (Co-authored, 2010, Munyoung Publishing)

_ A Study of Happiness Indices of Selected OECD Countries (200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_ Social Insurance (2008, Munyoung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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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 귀한 분들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복지재단의 개원 10주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원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사회복지부문에서 

주목하고 의견을 모아야 할 주제를 선정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멀리 세계 각국에서 이 자리에 참여해주셔서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사로 참여해 주신

Gosta Esping-Andersen 교수(Universitat Pompeu Fabra 사회학), Sven E. O. Hort 교수(Linnaeus University

사회학), 토론 패널로 참여해주신 Ms. Sue Jarvis(뉴질랜드 아동·청소년·가족국 매니저), 히라노 다카유키 교수

(일본 복지대학)님을 환영합니다.

연말이 가까워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오늘의 심포지엄을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신,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 

김문수 경기도 지사님, 토론을 허락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각별한 관심으로 자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삶의 모습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복지에 대한 기대 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구성 및 가족 구조 변화, 경제 위기와 고용불안정의 일상화에 따른 사회문제 등 개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다양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여,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4대 사회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함께 다각적인 보육서비스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의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 제도도 운영되어, 복지국가의 초석이 되는 사회안전망의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를 체감

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의 복지부문은 성장일로에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복지 예산은 4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복지부소관예산 2001년

7조5천억원, 2011년 33조5천억원). 그러나 지속적인 복지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은 아직 미흡합니다.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교육과학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13개 부처의

총 290여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해서 여러기관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체감도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가족기능의 약화, 사회적 배제 및 다양한 소외·취약계층의 출현,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금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고, 인적 서비스(human services)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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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고“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밀착된 전달체계로의 구도 전환이 요청됩니다. 

즉, 복지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복지 전달체계를 선진화

하는 과제에 중요성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기틀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이제는 

이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제도의 지속성, 효율성,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체감도를 중심으로 한 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의 자리는, 복지-고용의 통합적 행정체계(Work & Income Office)와 Community Link를 통해 선진적인 복지전달

체계를 운영하는 뉴질랜드, 개호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지역밀착형 노인서비스체계를 구축한 일본, 취약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검토·논의하며, 한국의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와 방향을모색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심포지엄을 의미있는 자리로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의견이,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1월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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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Speech  |

Good afternoon to you all. 

I am immensely delighted and honored to be with you at this symposium on a beautiful autumn day. 

Organized in part to commemorate the decennial of the Geonggi Welfare Foundation and the 40th 

anniversary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symposium will identify and 

discuss certain of the most overriding issues in social welfare.

I am grateful to those of you who came from afar to present and discuss here. Professor Gosta Esping-

Andersen of Universitat Pompeu Fabra, Professor Sven Hort of Linnaeus University, Ms. Sue Jarvis, 

Operation Manager of Child Youth and Family, New Zealand and Professor Takayuki Hirano of Nihon 

Fukushi University; I thank you for coming from afar to share with us your insights and expertise.

Your Excellency Dr. Rim Chemin,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Your Excellency Governor Mr. 

Kim Moon-soo, I am enormously thankful to you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professional and 

personal lives to take part in this symposium. My gratitude goes likewise to the discussants and their 

keen interests in social service delivery. 

We are witnessing how much change socioeconomic changes have brought to people’s lives and to 

their expectations of social services. The structures of the population and the family are undergoing 

transformation at a rapid pace. The impact of the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lingers on, if not 

unabated, and the employment instability seems more intractable than ever before. 

The government has committed itself in earnest to working to meet people’s welfare needs. The four 

social insurance schemes, the National Basic Security, the multifarious child care services, the long-

term care, and the daily activity assistance for the disabled are in place in the framework of the safety 

nets to protect people from social risks they face in their lives’ various stages. To make social services 

accessible to people who need them requires more than what we have done. 

The welfare sector of Korea has grown without a pause. Over the last 10 years the country’s welfare 

budget has quadrupled. By figure, the budge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lone has grown 

from 7.5 trillion in 2001 to 33.5 trillion in Korean won this year. However, the delivery of welfare 

hasn’t been kept up to par in a way to meet the expectations that animated such an impressive 

increase in welfare budget. 

Most of the welfare programs run by the government, numbering 290 as of this year, are in the 

charg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ut a large portion of these involve as many as 13 

different ministries. People often find it difficult to decide where to go for the services they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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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of them taking the trouble to visit one place after another just to file an application. Given this, 

it is no wonder public confidence in welfare administration is sagging.       

Many things are happening all at once. The population is aging rapidly; the fertility rate remains 

among the lowest in the world. The family as an informal provider of care is not what it used to b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ly-vulnerable are becoming more diverse. Taken together, it is a sea 

change in our social landscape, and we see various new problems emerge associated with people’s 

quality of life. Cash support alone does not suffice. More of social support needs to take the form of 

closely-knit, well-tailored human services, which is part of making social services in such a way that 

consumers can really feel that they are receiving services as they need them. 

If up until now we have strived with the question of how much of what services, now is time to 

look into how to deliver them in a sustainable manner, how to raise their quality and efficiency and, 

above all, how to make them accessible. 

At this symposium we will learn from New Zealand’s Work and Income Office and Community Link, 

Japan’s Care Insuranc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US’s social welfare 

service system, which is designed to help underprivileged families, all of which I am certain will help 

Korean policymakers and experts concerned expand their views on what can and should be done to 

improve social service delivery in Korea. 

Thank you. 

November 2011

Yong-ha Kim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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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Biography

■주요경력

-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서노련 등 노동운동

- 1986년 5·3 인천직선제개헌 투쟁으로 2년5개월 복역

- 제 15, 16, 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도 부천 소사)

-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 기획위원장, 공천심사위원장(17대총선)

-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회장

- 민선 4기, 민선 5기 경기도지사

■수상·자격증

- 1996~2005년 10년 중 9년 의정활동 국정감사 최우수의원 선정

- 1999년 결식아동돕기 의정활동 공로패 수상

- 2006년 국회출입기자단 선정 ‘약속 잘 지키는 국회의원 1위’, ‘일 잘하는 국회의원 1위’

- 2007, 2009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4기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이행도 평가 1위

- 2007, 2009년 포브스 경영품질대상 공공혁신부문, 리더십부문 대상 수상

- 환경관리사, 열관리기능사 등 국가자격증 9개 보유

- 2010 굿네이버상 (주한미군 사령부)

- 2010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수상 (한국언론연합회) - 2010.12.10

- 2010년 서울 석세스 어워드 광역단체장부문

- 2011년 제1회 세계한류대상 공직공로부문 최우수공로대상 (한류문화예술신문사) -2011.6.7

- 2011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6·2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실천대상

■저서

- 아직도 나는 넥타이가 어색하다 (1995, 백산서당)

- 나의 길, 나의 꿈 (2006, 미지애드컴)

- 나는 자유를 꿈꾼다 규제감옥 경기도에서 (2008, 경덕출판사)

- 나는 일류국가에 목마르다 -김문수&조갑제 공저 (2009, 북마크)

- 어디로 모실까요?-나는 경기도의 택시운전사 (2010, 새로운 사람들)

- 김문수스토리 靑(2011, 서울문화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Moon-Soo Kim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  축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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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n in Yeongcheon, North Gyeongsang Province, in 1951

-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since 2006

■Political Career 

- Engaged in South Korea's democratic and labor movement in 1970s and 1980s  

- Served as National Assemblyman for three terms from 1996 to 2006, representing Sosa district of Bucheon City,

  Gyeonggi Province, as a member of the Grand National Party

- Served on Assembly committees such as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the Environment &

  Labor Committee, and Unification, Foreign Affairs and Trade Committee 

- Served as a Deputy Floor Leader of the Grand National Party in 1998 

- Served as Chairman of the Grand National Party Nomination Screening Committee for the 2004 General Elections 

- Assumed office as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in 2006 and re-elected to 2nd term in June of 2010

■Awards & Certificates 

- Received US Forces Korea Good Neighbor Award in 2010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for US military personnel

  and enhancing Korean-American relations

- Selected as Best National Assemblyman nine out of 10 years by civic watchdogs from 1996 to 2005

- Awarded the Green Politician Award by the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in 1996 

- Selected by Korean media as No. 1 National Assemblyman in terms of integrity and diligence in 2006 

- Selected as the leading local government leader in terms of campaign-pledge implementation by a key Korean

  watchdog group in 2007 and 2009

- Honored with the Forbes Management Quality Award in the public innovation category in 2007 and in the

  leadership category in 2009 as presented by Forbes Korea and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 Obtained 9 government certificates in areas such as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Safety Management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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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국가간 비교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심포지엄에 참가해 주신 Sven E.O. Hort 교수님을 비롯한 일본, 뉴질랜드의 석학과 전문가 여러분, 백종만 한국사회

복지학회 회장님과 패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심포지엄을 주최하신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님과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복지』였습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부터 ‘공급자 위주의 복지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의 전달체계 개편 등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복지선

진국과의 비교심포지엄을 통하여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률 저하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 양극화, 자살률 세계 1위와 노인 자살률 급증, 보육과 교육 부담으로

인한 낮은 출산율, 220개가 넘는 복지제도의 제각각 시행 등의 문제점들은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보육과 교육, 의료 등을 하나로 묶어서 현장과 수요자에게 맞는 맞춤형 무한복지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맞춤형 무한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맞춰서 제공되는 복지입니다. 또한 전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때에 일자리, 보육, 생계, 노후, 건강상의 위기를 해소하고 성과 연령, 장애의 차별 없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복지입니다.

경기도는 현장을 구석구석 살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필요하다면 무기한 무제한으로 무한돌봄 복지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의 아동 등 처한 형편에 맞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0년 4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칸막이 현상을 없애기 위해 대상별 전달체계를 아우르는

통합 전달체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무한돌봄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의로운 복지

이고, 일자리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복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가족 제도와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다양한 부조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웃에 대한 정을 바탕

으로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을 띤 각종 제도나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은 20% 정도에 불과하며, 기부도 낮은 편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무한사랑 참여 복지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기업과 기업인, 부자들이 빈곤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아름다운

동행’이 필요합니다.

무한돌봄센터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무한복지는 세계적 복지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가혹한 식민지와

전쟁의 페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나눔과 배려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무한 복지”는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경기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외국의 장점을 받아들여 대한

민국 복지가 수요자 중심의 세계적인 복지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국가간 비교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김문수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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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ruly a pleasure to hold the Country Comparative Symposium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s.

I would like to welcome Professor Sven E.O. Hort along with leading scholars and experts from Japan 
and New Zealand. I am also delighted to welcome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Chairman Baek 
Jong Man and the distinguished panelists. And I would like to express sincere gratitude to Gyeoggi 
Welfare Foundation Chairman Seo Sang-Mok,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resident 
Yong-Ha and all those who made this event possible.

This year, one of the key words in Korea is 'Welfare'.
There have been heated debate on topics ranging from comprehensive versus selective welfare to 
the reorganization of delivery systems from supplier-centered to beneficiary-centered.

At this point, it is very timely to identify the direction of delivery system development through the 
Comparative Symposium among welfare states.

Korean welfare is demanding a new paradigm because of such problems as a deepening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due to poor economic growth and social polarization, the world's leading 
suicide rate including a soaring elderly suicide rate, a low birth rate stemming from the burde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d more than 220 different welfare policy enforcements.

I believe that Korean welfare should be a service that is customized for the beneficiary and location, 
binding child care, education and medical services all together.

Customized and unlimited welfare is a service that is provided to those who need welfare. In 
addition, it is a form of welfare that resolves risks in employment, child care, livelihood, aging and 
health. It is provided without regard to gender, age or disability, and seeks to address each person's 
needs for an entire life time.

Gyeonggi Province monitors every inch of its jurisdiction to eliminate blind spots in welfare 
and to provide unlimited services. To serve the elderly, disabled and children among neglected 
social segments, we established a center on April of 2010. To eliminate duplication and 
compartmentalization, an integrated delivery system with a range of specific targets is being 
implemented. Customized Moonhandolbom welfare is egalitarian welfare that provides 
opportunities for all people equally, and it is sustainable welfare that is linked to employment.

Korea traditionally consisted of a large family unitsand a variety of community-based supports as well 
as active social works or social welfare activities based on regard for neighbors. However, volunteers 
currently only account for about 20% of the populace, and the percentage of contribution is low. We 
are transcending a culture of self-motivated sharing and consideration in communities and moving 
towards participative welfare without limit. Noble solidarity is required of enterprises, entrepreneurs, 
and the wealthy so that they can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to the underprivileged segments of 
society.

We are confident that customized unlimited welfare focused on the Moohandolbom Center will 
become the world's welfare model. I also believe that, just as Korea realized the 'Miracle on the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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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 and overcame occupation and the ruin of war, so will 'Customized and Unlimited Welfare' 
based on a tradition of sharing and consideration ensure the happiness of the nation.

During this symposium, we hope to realize an objective assessment of efforts to improve the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s of Gyeonggi, and also to assess and learn from the strengths of countries so 
that the Korean welfare system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become a global welfare model.

Once again, I would like to offer my congratulations on the holding of the Country Comparative 
Symposium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s. Please accept my best 
wishes for the prosperity and good fortune of all attendees here.

Thank you.

November 2011

Moon-Soo Kim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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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Biography

■학력

1977. 3 ~ 1981. 2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1981. 3 ~ 1986. 9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1989. 8 ~ 1996. 5      美,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책학석사

2000. 3 ~ 2004. 2     경희대 경제학박사

■경력

1980. 12                   행정고시 제24회 합격

1992. 7 ~ 1998. 9      산업자원부 철강금속과장, 기초소재산업과장

2002.12 ~ 2004. 9     산업자원부 공보관, 산업기술국장

2004.10 ~ 2007. 5     주미합중국대사관 참사관

2007. 5 ~ 2008. 2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2008. 3 ~ 2010. 3      지식경제부 제1차관

2010. 8 ~ 2011. 8      국무총리실장

2011. 09. 19      보건복지부 장관

■Academic Background

2000 – 2004  Kyunghee University (Ph.D. in Economics)

1989 – 1996 Johns Hopkins University (M.A. in International Studies)

1981 – 1986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7 – 1981 Seoul National University (B.A. in Western History)

■Career Background

Career                Minister, Minister of Health & Welfare

2010.8 – 2011.8  Minister, Prime Minister&apos;s Office

2008.3 – 2010.3  Vice Minister,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07.5 – 2008.2  Standing Commissioner, Presidential Commission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2004.10 – 2007.5  Commercial Counselor, Korean Embassy, Washington,D.C.

2002.12 – 2004.9 Director General,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Bureau and Spokesperson, Public Relations Bureau,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OCIE)

1992.7 – 1998.9 Director, Steel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MOCIE

1980.12               The 24th Civil Service Examination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Chemin Rim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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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국내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행사를 마련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복지논쟁으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복지제도 확충과

더불어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서 복지사업간의 통합

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향과 외국의 선진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빠른 속도로 복지를 확충해 왔을 뿐만 아니라,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최근 의미 있는 작업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선, 2010년에 복지행정 지원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도입하여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앙

정부의 모든 복지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단계 더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는 정부 합동으로 지방의 복지담당 공무원 7천명 확충 계획과 복지전달체계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기획하는 각종 복지사업의 중복 조정 및 표준화를 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및

통합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앞으로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관심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지역주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역단위로 통합

적으로 연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사업에서부터 복지전담기구에 이르기까지 지역

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체계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질을 제고하는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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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me first offer my sincere congratulations to the Gyeonggi Welfare Foundation and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on their excellent preparations for today's symposium. I also 
would like to extend to them my special thanks for providing us with a valuable opportunity to share 
know-how and experiences with acclaimed specialists, from at home and abroad, who are experts in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s 

As the dispute that covered many months is now over  social welfare is currently one of the hotly 
debated issues in Korean society. Moreover, as the social welfare system expands, enhancing the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is  at the center of public attention because the improved system is 
expected to increase integration of welfare service projects, raise budget spending efficiencies and 
ultimately, provide more satisfying services to recipients. 

Therefore, it is timely and opportune to have such symposiums like the one today, where we 
can discuss the direction and road Korea should take and take time to study the best practices 
implemented in advanced countries. 
Dealing with unfavorable conditions, Korea has steadily expanded its social welfare system at a 
rapid pace. Moreover, in streamlining the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Korea has implemented 
substantial and significant projects. 

First, we introduced a social welfare policy support framework called the Social Welfare Centralized 
Information Collection System in 2010 and laid the groundwork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of 
central government projects. From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we will upgrade the system so that 
all welfare projects from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ould be comprehensively managed on 
an individual as well as household basis. 

Seco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jointly announced a plan last July to increase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social welfare services to 7,000 to improve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this plan, the central government will remove overlapping projects and 
pursue standardization of projects it has planned. The local government will focus on recipient-
oriented services as well as integrated case management in a bid to deliver effective, satisfying and 
personalized social welfare services to local residents. 

Considering the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next crucial task we will have to address is 
to put in place a system that enables us to supply region-based integrated social welfare services to 
local residents as soon as possible. 

I expect that today's discussions among prominent experts will be full of suggestions for region-based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s ranging from integrated case management projects to social 
welfare organizati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firmly committed to catering to the needs of social minorities, 
including the elderly, childr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low-income earners, it is also commit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lives of our citizens in crises. We hope that our services will help them 
feel protected and cared for. 

Final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profound gratitude to the organizers of today's symposium again 
and give my best wishes to all of you who are here with us today. 
Thank you. 

November 2011

Chemin Rim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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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전공분야 : 사회복지(복지행정, 전달체계, 사회서비스공급체계)

* 대표저술 : 강혜규·박세경 외, 사회서비스산업의 공급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체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강혜규·이현주 외,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강혜규·김형용·박세경 외,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Yonsei University, M.S.

* Major field of study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delivery system,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 Representative writings

- Hyekyu, Kang et.al., Social Service Provisions Study: Survey and its Implica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9

- Hyekyu, Kang et.al., Study on Restructuring of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8

- Hyekyu, Kang et.al., Sharing Responsibility for Social Welfare Services betweenthe State, the Market and

  the Non-profit secto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7.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장

Hyekyu Kang 

Research Fellow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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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 새로운 지평의 모색을 위한 과제 -

1. 논의의 배경

사회복지를 위한 제도가 크게 늘면서, 전달체계는 의미있는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20여년 전부터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학

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이 모색되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근 몇 년간 복지 전달체계

는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논의되면서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후, 한국은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를 인식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화가 대폭 추진되었다.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가족기능의 대체, 보다 집합적인 대처, 사회적개입을 

요구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금급여보다 사회서비스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전체 패

러다임의 변화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금급여 지급을 통한 생계 보장, 욕구의 단순 충족 차원을 넘어, 자활, 자립, 지속적 보호, 돌봄을 지원할 다차원적인 서비

스 방식의 접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달체계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공공부조(현금급여 중심)를 비

롯한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읍면동) 복지부서가 핵심 전달체계로 인식되어 왔다. 그간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공공부문인 시군구(읍면동)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직적 전달체계의 측면에 집중되었다. 

현금급여 전달은 행정기관이, 직접서비스 제공은 민간서비스기관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구조가 고착된 상황에서, 제도화된 서비스

가 확대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확대되었다.

공공부문을 필두로 한 전달체계 전반의 새로운 구도가 모색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이는 재정사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담보하

는 행정집행과 함께, 대인서비스(human service)인 사회복지업무 수행과정이 수요자의 체감도를 좌우하는 지점들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할 일이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이 오랫동안 진통과 논란을 거듭해 온 사회복지 전달체계 영역을 정부 정책의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한국의 복지 여건 변화와 전망 속에서 요청되고 있는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자 한다. 새로운 복지 전달체계를 구상하는 논의의 자료

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그간의 정책

1) 전달체계 개편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기반하여 90년대 전반부터 정부의 개편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주로 ‘공공 

전달체계’에 초점을 두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읍 면 동)을 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시범사업이 두차례 실시되었고, 

2006년에는 전국단위로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구조 및 업무재배치가 추진되었다. 또한 전산정보시스템을 개편, 구축하고 지방

자치단체 공공 복지인력 7천명을 대거 증원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간의 복지전달체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 복지행정을 중심으로 변화의 주요 계기와 시기별 변화 내용을 살펴 보았다.

첫째,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전으로서, 정부의 전달체계 관련 정책적 시도는 전무했던 시기였다. 800명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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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작된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는 최초로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을 인정한 계기가 되었다.

둘째,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증원되고 지자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던 90년대의 10년간으로서, 사회복

지사업법에 전담기구 설치의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으나,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1999)이 추진되었을 뿐 그 결과의 정책 반

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1999년, 지방 별정직 신분은 지방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었

고, 이후 복지제도의 집행은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며 공공 복지전달체계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갖게 

되었다.

<표 1>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본 공공 복지행정의 변천과 특징적 계기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5년간이다. 기초보장의 보충급여 방식이 도입되면서 자산조사가 강화되고, 근로연

계 요소를 도입한 조건부수급 자활지원 정책이 추진되면서 복지행정업무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보육서비스 

확대정책의 핵심이던 보육료지원 업무가 공공 복지행정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지자체 내 전담 복지기구 설치를 시도

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2006)이 추진되었으며, 시범사업에서 실험된 통합조사-서비스연계팀 모형을 반영한 전국단위 

시군구 복지행정 조직 개편이 준비되었다.

넷째, 본격적으로 복지부문의 지방화, 분권화가 추진되면서 지자체 중심의 공공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한층 확대되

었다.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제도 도입을 통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지자체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민관 협력의 공식기제

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운영은, 시군구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수행 기반의 마련,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전달체계에 주목하

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유관 정부부처가 함께한 “지자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개편”을 통해 지자체 복지행정 부서에서 복

시기 구분 계기 전달체계관련 주요 변화 주요 복지정책 변화

복지행정의 

발아기 

1960～1987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도입 이전

•전달체계 관련 정책적 시도 전무 •생활보호제도 및 시설입소 중심 복지제도 운영

복지행정의 

성숙기 

1988～1999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 및 
일반직 전환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1995~99)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1999년)과 함께

  지자체 중심 공공 복지전달체계 공고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등은 현금급여 지급, 

  시설 입소, 일부 이용시설 서비스 연계와

  생활보호대상가구 중심 지원

복지행정의 

도약기 

2000～2005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정착

•사회복지사무소등 전달체계 개편 모색,

 통합조사·서비스연계 전문화 실험(2004~06)

•기초보장 보충급여 도입과 자산조사 강화

•조건부수급, 자활지원등 근로연계방식 도입

복지행정의 

전환기 

2006～2009 

지자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개편

•복지사업 이양등 지방화의 본격 추진

  (2005년 이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등 시군구중심 복지 운영기반 마련

  (2005년 이후)

•복지부 내 공공-민간-정보관련 복지

  전달체계 개선 TF 운영(2008)

•사회정책의 부각, 정책 영역의 확대

•다양한 서비스의 제도화

   (바우처사업, 노인장기요양, 보육 등)

복지행정의 

혁신기 

2010～ 

사통망 구축 및 
사례관리 사업 추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필두로 복지중심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 관심 고조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에서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실시

•지자체 복지인력 7천명 증원 결정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증대

•복합적 욕구를 가진 수요자 확대에 주목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 확대등 고용지원

   요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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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를 비롯한 사회정책 부처의 복지정책 집행, ‘주민생활지원’이라는 광의의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조직, 업무, 인력의 재

배치를 추진한 것이다.

다섯째, 복지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변화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로서, 2010년에는 시군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이와 병행한 복지부서 조직 개편이 있었고, 시군구내 서비스연계팀 인력 배치를 통해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이 추진되었

다. 2011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을 3년간 증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공공 복지행정의 방향을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수요자 확대와 함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특히 경제위기 이후 근로

빈곤층의 확대와 함께 고용 지원의 요구가 증가되는 등 사회적 위험과 욕구의 변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보다 새로운 복지 

전달체계 틀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미 관련 정책도 이러한 필요성을 감지하고 방향 전환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와 같은 복지행정의 양적, 질적 변화를 초래한 제도 및 환경 변화 속에서 추진된 복지 전달체계 관련 정책을 보다 구체적

으로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1995년부터 추진된 전달체계 개편 정책은, 기존 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 부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 행정체계로부터 분리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한 조직 재구조화 차원의 접근이 중심이었다. 이와 같은 전달체계 개선 모형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

로, 시군구단위 설치를 고려하였으며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 형태의 전담기구설치가 시도된 적은 없었다.1)

1) ‘사회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이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한 시·군·구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이었음.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1999)은 보건소 조직에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복지담당부서로 복지사업과(계)를 설치하고, 복지사

업과(계)내에 방문간호팀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모두 보건소에서 근무, 시군구의 사회복지업무와 

보건복지사무소의 업무가 이원화된 모형이다. 그러나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보건 복지 연계사업을 위한 보건부문과의 사전 협

의 준비가 미흡하여, 보건소 조직에 1개 과의 공간적 통합만 추진한 형태였고, 시군구는 일반 복지업무, 보건복지사무소는 취약계층 

복지업무로 분리 수행된 경향,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부재로 인한 업무 및 민원인 상담 공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

를 남기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2006)은 복지행정의 최일선단위를 시군구로 조정(모든 복지직을 시군구에 집중 배치)하고, 통합조

사팀과 서비스연계팀을 신설하여 읍면동 복지직에게 집중되었던 복지행정 핵심업무(대상자 선정-급여-관리)의 분담체계를 도입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업무절차별 분담 시스템을 통해 조사의 일관성 향상 및 전문화를 도모하였고, 서비스연계팀 운영을 통

해 최초로 복지행정에서의 서비스지원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그 성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건복지사무소 모형과 같이)읍면동

사무소에 복지직이 배치되지 않아 실질적인 접근성이 저하되면서 주민 불만이 야기되었고, 통합조사, 서비스연계업무, 읍면동담당

의 업무 변화 이외 노인, 장애인등 사업담당과는 실질적 시범사업 범위에서 배제된 한계가 지적되었다.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행정 개편(2006~2007)은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국을 8대2) 영역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통합조사팀과 서비스

연계팀을 설치하며,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팀(6급담당)을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서 실험되었던 본청의 통합조사팀 설치를 통한 자산조사업무의 분리는, 모든 복지업무가 일선 읍면동으

로 집중되어 과부하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사회복지직이 가장 부담을 가지던 조사업무를 덜어내고, 시군구 단위로 조사책정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개편의 추진과정에서 읍면동에 신설된 6급의 90% 이상이 일반행정

직으로 배치되면서 ‘무보직6급을 위한 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일반행정직의 복지업무 기피로 읍면동 주민생활지원팀 신설 

취지는 약화(찾아가는서비스, 사례관리 등 곤란)되었다. 실질적 프로그램 및 연계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복지, 보건, 고용을 비롯한 

“8대 영역”의 강조는 내실없는 개편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촉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산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실제로 통합적 대

상자관리, 업무연계가 조기에 추진되기 곤란한 여건으로서 개편의 효과가 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채 비판적 평가를 받았으며, 공공 

전달체계 개편의 요구는 지속되었다.

2) 복지, 보건, 보육,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 등 주민 복지를 위해 서비스로 지원되는 사회정책 부문을 새로운 행정영역으로 범주화함.

이와 같이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은, 인력 확충은 전혀 없이 지자체 내 조직 개편 및 인력의 재배치만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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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이었다. 그동안 다양한 복지정책의 집행 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업무부담의 일부 감소를 도모한 소극적 개선 효과를 상쇄

하였고, 개편의 긍정적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종합행정 여건에서 사회복지업무의 중요성, 특수성을 공감하

는 지자체 전반의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행정직의 적극적 복지업무 수행이 필수 요건이었는데,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

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직이 전담해야한다는 일반행정직의 복지업무 기피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업무를 중심으로 혹은 사회복지업무만 전담하는 공공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현장과 학계의 요구는 지속되고 있

다. 전달체계의 내부 구성원으로서 복지행정 및 서비스 담당자들은 무한대로 확대될 듯한 복지업무의 부담을 우선 줄이고, 사회복

지직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가능하도록 하는 업무 여건을 마련하는 일, 정책적으로는 확대되는 복지재정과 급

여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종다양한 복지 욕구에 공공과 민간이 협력, 대응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

는 전달체계의 새로운 지평에 대한 갈증이 여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전달체계 개선 정책의 동향을 살펴 보면, 정부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정책 추진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감지

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최근 전달체계 개편 동향과 시사점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은 2009년 6월 발표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총리실 주관 관

계부처 합동) 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복지사업 중복 조정 등 전달체계 개선 정책의 추진을 가시화한 범정부의 대책이었다.3) 지자

체 복지업무 지원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운영으로, 급여행정의 통합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업무효율화의 기반

이 마련되었다. 시스템의 안정화, 고도화에 따라, 지자체 복지행정부서의 업무수행 시스템이 효율화되고, 복지직의 핵심 업무를 자산

조사에서, 복지전문성이 요구되는 상담과 서비스지원 업무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4) 또한 복지부의 2010년 연두

업무보고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타부처, 지자체, 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행안부등 관계부처 협력)를 추

진하고, 중앙부처 복지급여, 서비스 자격 이력정보 통합관리5)를 추진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어, 이와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시스템 마련의 기반으로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는 전산정보시스템이 일정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종합대책에저 제시된 주요 목표는 복지서비스의 중복수혜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었음. 주요 내용

으로는 9개 부처 249개 복지사업을 정비, 159개로 조정,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개인별 가구별 지원현황 통합관리, 현금성 복지 급여를 단일계좌(복지관

리계좌)로 지급, 다양한 유형의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능 조정 등이 포함됨.

한편, 공공행정의 책임성을 담보할 사회복지의 주요 실천 방법으로서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이 추진되었고, 지자체 복지인력 증

원6)과 함께 사례관리의 정착 방안이 발표되었다(2011. 7. 13. 국무총리실 관계부처합동). 그 내용은 “충원되는 사회복지직 배치를 통

해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 개편, ‘희망나눔지원단(가칭)’을 설치운영하고,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사례관리’ 수행은 ‘읍면동에서의 초기상담—자산(생활실태)조사—급여지급—사후변동관리’라는 지자체 복지행정부서의 

관행적 업무 수행절차를 혁신할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초기 단계로서 민간기관과의 역할범위 문제, 지자체 내 

적절한 수행 인력과 구조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란 속에 발전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지역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공공)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이슈를 필두로 일선 복지현장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추진되어 중앙정부의 정책이 대상자에게 일관되게, 원활하게 전달되는 절차와 구조에 관심이 두어졌다면, 이제

는 지역사회의 특성, 역동성을 감안한 지역단위의 서비스 시스템을 중심 축으로 하여 정책 추진의 관점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이

해된다.

‘지역복지’의 개념은 다양한 차원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지방화, 분권화,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와 함께, 주요 정책영

역 혹은 실천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이는 정책이 실현되는 지역사회, 제도 집행을 담당한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 제고라는 차원에서 기존 전달체계의 관심 영역과 일치하기도 하며, 지역 주민에 대한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지 

수행 주체”로서 지자체 및 민간 주체들의 강점 및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확대된 지평으로의 전달체계 논의를 가

능하게 한다.

정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지역복지 모니터링단 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가 정착 활성화되면,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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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자체 복지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자체 여건을 감안하여 반영되도록 주도하는 효과와 함께 

향후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달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전달체계

의 전체 구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논의와 함께 지자체 복지부서의 복지담당공무원, 특히 사회복지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4) 특히 기초보장제도를 비롯 15개 주요 복지급여사업의 업무수행 절차를 통합적으로 개편, 자산조사항목을 통일 표준화, 개별적으로 각각 수행하던 조사를 

1번의 조사로 해결하여, 행정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음. 자산조사에 필요한 공적자료의 전산연계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조사의 정확성 공정

성을 높여, 시스템 기반의 자산확인 의존도 향상과 함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자산조사 집중을 해소하고, 전문직의 업무 수행이 요청되는 복지상담, 서비

스연계, 사례관리 등을 수행할 여력을 만들고자 하였음. 또한 매우 미진했던 급여변동 관리의 강화도 기대됨.

5) 통합관리 대상 사업은 ’10년 4개 부처 112개 사업에서 ’11년 자격관리는 11개 부처 149개 사업, 이력관리는 13개 부처 292개 사업으로 확대됨.

6)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14년까지 단계적으로 7,000명 충원, 읍면동에 약 70% 배치 예정임. ’12～14년에는 사회복지직 신규채용 배치(70%)와 행정

직의 복지업무 배치(30%)를 병행추진하고, 육아휴직결원 인원(550명), 지방공무원 자연 결원분의 10%(약 800명)을 복지직으로 충원, 3년간 3400여명의 인

건비 국비보조(지방70%, 서울50%)가 추진됨.

3. 복지 전달체계의 필요 조건과 정책 방향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복지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충분하게, 필요할 때 이용하도록 하되, 특히 공공자원에 의한 

급여인 경우 제도의 취지와 기준에 적합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매우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전달체계는 복지수요

의 양적 질적 변화가 촉진하는 제도의 요소들, 즉 급여의 형태와 수준, 대상의 범위와 특성, 전달 방법과 과정 등과 깊이 상호작용 

한다. 또한 수요자 개개인의 욕구는 지극히 다양하고 변화의 예측이 곤란하며, 제도와 환경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전달

체계의 개선은 다수의 이해관계자, 조직과 인력, 문화와 인식, 재정과 제도의 문제가 결부되어 늘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의 복지정책은 특히 지난 10여년간 크게 진보하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누적된 경제 사회 인구적 여건 변화를 배경

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화가 진전되었고, 이는 분권화-지방화의 추세와 맞물리며, 복지행정-공공 복지시스템의 혁신이 요구되

는 큰 변화가 진행중이다. 즉,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공공부조 중심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폭 확대로 전환되고 있다. 그 변화를 구

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 경쟁, 자율, 민간을 중시하는 경제 사회의 운영원리가 사회복지부문에도 확산되고 있다. 사회복지부문의 서비스 공급구

도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확대, 서비스 영역의 시장화 추구 정책 등으로 전반적인 지형의 변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방화의 배경 속에서 지방 주도의 복지계획 수립 추진, 복지재정의 지방이양, 평가체계의 전환 등을 중심

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조정이 모색되고 있다. 시스템 기반의 행정 효율화도 추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구축을 통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업무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고 유관 민간부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려

는 고도화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복지제도의 특성 및 운영 원리의 변화 측면이다. 사회복지의 확대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사회투자적 

관점의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이 확대된 바 있다. 근로연계 복지(workfare, work-first) 정책의 강화는 근로빈곤층의 확대와 함께 더

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복지 욕구, 확대되는 제도와 공급주체로 인하여 점차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필요성은 확대되고 있

다. 또한 성과기반의 복지 운영과 책임성 입증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셋째, 거버넌스(governance)의 요구이다. 공급자중심-상의하달식 정책 형성에서, 공급주체, 이해관계자, 수요자가 함께하여 합의의 

기반을 전제로 절차를 중시하는 사회 전반적 분위기는 복지 부문에도 반영되고 있다.

넷째, 이용자중심(user-centered) 서비스를 강조하는 경향이다. 예방적 통합적 접근, 맞춤형 서비스가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수요자가 체감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용자 관점에서의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전달체계에서 수요자의 세밀하고 복합적인 복지 

욕구가 포착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가 설계 제공되는지, 이 과정에서 활용가능한 관련 자원이 파악 연계 의뢰되는지, 서비스가 당

초 계획과 의도에 따라 제공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기반으로 수요자중심 전달체계 개편안의 설계가 요청되는 지점이기도하다.

사회복지부문에서는 그간 공공정책의 책임범위가 확대되면서, 단일한 공공부조제도 중심이던 우리의 사회복지제도는 다원적인 공

공급여제도로, 잔여적인 일부 취약계층이 수혜받던 서비스는 보편적 이용을 지향하는 제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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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필요한 서비스(고용과 복지, 보건과 복지, 교육과 복지 등)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화가 추진된 배경과 밀접하다.

이는 공공부조 전달체계와는 달리 휴먼 서비스적 속성이 강하게 반영되므로 이를 유효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적 관리지식을 필요로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늘 한정된 자원에서 공급되므로 ‘자원 활용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표적 인구의 접근성’

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직과 프로그램 전략을 갖추고, 사회복지행정 관리자는 평가를 통해 ‘책임성의 과제’를 확인하여 ‘조직 변화

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김영종, 2010: 376~377).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책은 정부가 기획한 사업이 민간복지기관을 통해 수행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

설관리와 예산배분을 중심으로 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부여되었을 뿐, 복지수요자 개인의 욕구를 파악, 지원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의 책임은 어디에서도 명확히 갖고 있지 않다.

최근 정부가 지자체에 900여명의 민간계약직 인력을 배치하고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수요자의 사회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공의 책임 대응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도로 이해되며 그 취지는 환영받고 있지만, 민간 복지기관의 사례관리

와의 중복적 수행에 대한 우려, 지자체내 사회복지직의 업무 프로세스와 융합되는 통합적인 시스템으로의 정착 필요성 등 여러 가

지 과제가 남겨져 있다.

또한 이보다 먼저 진행되었던 아동 대상의 ‘드림스타트 사업’, 자활부문의 ‘사례관리사업’ 등 밀접하게 연계된 사업들을 공공 정책대

상에 대한 포괄적 지원 체계로 정비할필요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변화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전달체계의 

요건을 갖추어 갈 필요가 있다.

첫째, 인적 서비스(human service)에 적절한 여건

둘째, 수요자의 욕구에 민감하고 편의성이 높은 여건

셋째, 다양한 급여 및 서비스를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제공

넷째, 통합적 서비스 및 운영체계를 통한 높은 효율성 추구

다섯째, 민간-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여건

여섯째, 서비스 제공 인력, 재정, 사업 및 대상자 관리의 공공의 책임성 확보 등이다.

따라서, 현금급여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과학적인 행정과 다양한 욕구를 가진 수요자의 포괄적인 서비스 욕구 

파악, 통합적이고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이 균형적으로 수행될 전달체계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급여행정, 자산조사에 치중했던 지자체 복지행정을 서비스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금급여 업무와 복지

서비스 업무를 분리하는 조직의 재구조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공 전달체계의 구조를 유지하되 그 내부 

부서와 업무의 배치에 반영하거나, 전달체계 조직 자체를 신설하거나, 분리-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보다 넓게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는 특히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운영을 통해 유관부처의 복지

급여들을 모두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지만 향후 현금급여 대상자의 선정과 급여지급은 전산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은 핵심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내년부터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각각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도 운영을 담당하게 되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관리 운영체계가 지극히 분산적이고, 결국 수요자에 대한 통

합적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부와 노동부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된 상황이다. 특히 선

진국의 사례에서는 소득보장-고용지원이 일선 전달체계에 있어 강하게 결합을 추구하는 경향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내 서비스 수급을 체계화 할 서비스 조정(coordination) 기능 강화를 필두로, 지역사회 중심의 사례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 통합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사례관리 접근과 네트워크 조직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김영

종, 2010: 116).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역할이 미흡했던 공공의 책임 관리가 강화되며, 공공과 민간 유관기관의 협업 구조를 마련하

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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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복지 전달체계 개선의 필요 조건과 주요 과제

4.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복지수요자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편의와 체감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복지급여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이 적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책대상자에 대

한 책임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업그레이드 하는것은 당면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구할 과제가 될 

것이다.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그리고, 중앙—지방—공공—민간 각 영역

간의 관계가 함께 고려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시 군 구를 권역으로 복지사업 예산의 수립 지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함께, 각종 제도 

사업의 집행권한이 주어지고 있는 만큼 “공공영역 & 지방행정” 전달체계의 정비는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정책과제로 판단된다. 따

라서, 본 절에서는 공공 복지 전달체계의 중심이 되는 지방복지행정 부서의 기능, 역할, 수행체계를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

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현금급여 제공을 위한 대상자발굴&#8212;자산조사에 집중하던 복지행정에서, 다양한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연계지원 및 사

례관리 방식의 서비스업무 강화

이를 위해서는 일부 업무에 편중되었던 인력과 업무 배치를 재편하여, 다음과 같은 지자체 행정상의 업무가 균등하게 강화되도록 

하고, 단계별 책임 및 역할이 명확히 규정-분담되도록 해야한다. 이는 수요자의 접근성/정보력 제고→ 적극적인 초기상담을 통하여 

필요 조건

이용자 중심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 충분한 설명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적절한 지원(급여·서비스)

•필요한 시점에, 가급적 신속히 지원

•가능한 멀리 이동하지 않고 담당자 접촉(너무 여러번 만나지 않고)

•친절하고, 존중받고, 의지된다는 느낌의 서비스 응대

업무
수행 여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 분장

•적정한 업무량과 명확한 업무분담 구조

•정보, 전산시스템의 편리한 지원 

•업무관련자, 부서간 원활한 소통

정책·자원 관리

•투입대비 효과가 큰 집행구조: 중복, 누수의 최소화

•전국적으로 형평성있는 제도 집행이 가능한 구조

•지역 특성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지자체별 복지사업 기획

•충분한 지역 자원 동원, 민간의 참여로 상승효과를 내는 자원 관리

⇩ ⇩ ⇩

개선 방향

•지역중심의 체계적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 복지, 보건, 고용, 교육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시스템

   - 공공-민간의 협력 기반

•복지급여(현금) 관리 체계 효율화

•복지수요 및 자원 관리의 공적 책임성 강화

주요 과제  

복지급여(현금) 관리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수요 및 자원 관리

•정확한 소득·재산조사

•적시의 변동 관리

•부적정 수급 방지, 모니터링

•지역 복지체계의 초기 접점(gateway) 확보

   - 서비스 안내-선택권 부여

•충분한 상담을 통한 공적

  보호대상자의 욕구 파악(assessment) 체계화

•개인별 서비스 계획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기반한 위기 개입(긴급지원)

•분야별 연계, 통합적 서비스: 소득—일자리—보건의료

   —교육—주거 등

•지자체별 사업 기획, 재정 관리 

•자원 개발 및 관리

   - 복지자원의 파악 및 발굴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부정수급 관리

   - 이용자서비스 모니터링

   - 복지시설 점검 등

•지역내 관계기관간 네트워킹 지원

   - 민간연계-의뢰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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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없이 상태 파악→ 서비스연계 지원등 대응방법 체계화(읍면동, 서비스연계팀, 유관기관등의 협업, 분업의 명확화)→ 자원의 발

굴 관리→ 지원대상자 변화에 대한 지속 관리의 과정이 해당된다.

특히, 공공 복지행정의 목표를 재인식하고, 복지 수요자의 욕구와 문제 유형을 식별하여 이에 기반한 개인별 변화를 성과로 설정하

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복지행정의 목표가 정해진 급여의 정확한 지급과 변동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이제는 탈빈곤 자립을 위한 지원, 보

호(care)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욕구별 서비스 연계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문 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자원 서비스 연계’, ‘지역자원 개발 관리’, ‘자립 지원’ 업무가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

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읍면동에서 수행되는 이들 업무는 전체 업무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표 3 참조).

<표 3> 읍면동의 업무분야별 수행 실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11. 1)결과로서, 169개 동 530명, 89개 읍면 306명의 응답 결과임; 강혜규 외(2011) 

2) 지역사회 복지수요자의 초기 접점으로서 복지행정 일선창구의 기능 강화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최일선 창구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곳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지 수요

자의 “충실한 상담”은 공적 대응의 최초접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복지수요자가 점차 다양한 복지제도를 경험하고 관련 정보 제공이 확대됨에 따라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세

심하고 책임있는 공공행정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즉, 점차 초기상담, 민원인의 응대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읍

면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이 평균 1.5명에 불과하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은 복지직을 대체하는 상담이 불가능

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상담실’을 이용하여 내방한 주민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안정된 상담 환경이 마련되어 충실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 가구

방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의 재량적인 이동과 대체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최일선 창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최소 2~3명 배치

되도록 하는 개선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3) 복지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지원 및 책임 관리의 강화

앞서 제시한 읍면동의 ‘찾아가는서비스’, ‘방문상담’,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변동관리’, 서비스연계팀의 ‘사례관리’ 등 복지수요자

에 대한 서비스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정의, 분담하고, 협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기초보장업무, 현금급여 지급업무를 중심으로 개선이 시도된 업무 프로세스를, 복지 수요자의 요청에 대한 공공행정의 

책임 관리체계를 수립한다는 폭넓은 개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기초수급자가 되거나’, ‘지원 받기 어려운’ 차상위계

층으로 양분되었던 대응 체계를 ‘생계지원’, ‘취업 자립지원’, ‘돌봄지원’, ‘정서적지원 정신보건’ 등 다양한 욕구를 감안하여, 필요한 

자원을 동원,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시 군 구 희망나눔지원단(가칭) 을 통해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사례관리 수행 기반을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는 방안의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주민의 접점이 되고 있는 읍면동과 시군구단위 지원체계가 이원화될 우

려가 존재한다.

업무 내용
민원 상담

(내방/ 전화)

급여 신청 

접수

방문 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자원·

서비스 연계

지역자원 

조사·관리

자활

지원

본청 

위임업무

(조사, 

관리관련)

사업별 

복지업무

(노인, 

장애인등)

지자체 

자체복지업무

기타 행정

업무
기 타 전체

동 24.7 14.2 8.0 6.3 3.6 3.9 7.8 13.3 5.7 8.6 3.7 100.0

읍면 22.4 14.0 9.3 5.1 3.8 3.7 7.4 14.6 5.7 10.5 3.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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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보다 지속적이고 전문적이며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대상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

가 있다. 또한 최일선 창구의 사회복지직을 대폭 확대하거나,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군구와 읍면동 중간 수준의 “권역별

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복지직의 전문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제언하고픈 대안이다.

시군구 사례관리업무의 경우, 통합서비스전문요원에 대한 수퍼비전 및 지역 서비스조정(coordination) 역할의 보강이 시급히 요청

되고 있으므로, 이를 담당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대거 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서비스연계 및 통합사례관리업무는 점차 강화되어야 

할 업무로서, 이에 집중할 복지직의 업무 부담(caseload)을 고려한 적정 인력의 산정이 요청된다. 이는 해당 지역 내 민간자원의 수

준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며, 민간기관과의 협업체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4) (기초보장수급자 중심) 정책대상자 관리의 강화 및 책임의 명확화  

기초보장수급자의 선정 및 이후 변동 관리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책관리의 측면뿐만 아니라, 지원 필요성이 가장 높은 대상에 대

한 누락없는 서비스를 위하여 강화되어야 할 업무이다. 특히, 지금까지 매우 미진했던 확인조사(사후관리)의 업무를 재정의하고 사

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과 함께 모호해진 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로 판단된다.

관리과정에서는 소득 재산의 변화를 파악하는 확인조사와 복지욕구등 생활실태 변화를 파악하는 사후관리의 수행 주체 분리도 고려

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자는 시군구 통합조사팀이, 후자는 읍면동 복지직이 담당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통합조사업무의 경우, 연계된 공적자료를 확인 반영하는 “시스템기반” 업무로 정착될 경우를 감안, 일반행정직의 배치를 늘려

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의 경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통해 복지욕구 파

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초보장 신규조사의 경우 사회복지직의 일정 역할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5) 지자체의 자립지원 업무 대폭 강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빈곤정책, 복지정책의 핵심 목표가 될 것이다. 그간 기초보장의 일부 업무로 인식되던 자

활지원업무를 시 군 구의 역할로서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

하여, 공공-민간, 복지-고용 부문간 원활한 협력 구도를 조성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는 근로능력있는 조건부수급자의 선정을 확대

하고, 공적 책임성을 담보할 지원, 관리를 위하여 적정 규모의 ‘담당인력’을 배치하고, 자립지원 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 지역

사회의 자립지원 서비스 연계 기반을 전반적으로 주도할 지자체 내 담당 ‘부서’가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다.7)

7) 현재 “자활고용팀”이 설치된 시군구는 70개, 30%로 파악되고 있으며(2010년 5월 현재), 인력은 총 378명으로 1개팀 평균 5.4명의 인력이 배치된 셈임.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특별행정기관인 “고용지원센터”와 복지부문 전달체계와 의 보다 밀착된 업무 수행체계 구성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할 것이다.

6) 지역사회중심의 복지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지자체 복지 행정의 인식 전환 및 제도적 기제의 적극적 도입

무엇보다 공공정책 대상자, 복지수요자의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선결 요건은 필요한 자원, 서비스의 소재를 발굴하고, 최적의 자

원을 시의적절하게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민간 유관 복지기관과의 협력 기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우수 운영지역, 서

울 그물망복지센터, 무한돌봄센터의 사례등을 보면, 민간과 공공의 관계형성을 위한 만남, 공공과 민간의 교육 기회 공유 등이 기반

이 되었다. 민관 협력과정에서는 민간에 대한 배려와 인정에 기반한 공공의 주도적 ‘기회’ 마련(만남, 사업, 예산지원 등)과 이후 민

간주도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접근의 변화가 성공적 협력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지자

체별 서비스연계팀은 3~4명(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긴급지원, 이웃돕기를 비롯 매우 다양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다. 자원관리, 서

비스조정, 사례관리관련 수퍼비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등 업무 증가 소요가 많은 영역으로 판단된다. 공공과 민간의 복지제

공 주체의 활동 활성화(activation), 민간과의 관계 전환을 위해 서는 향후 예산 지원 방식 및 평가제도의 검토, 수요자 이용자의 참

여, 권한 강화(empowerment)를 위한 제도적 요소의 점검, 개선도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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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역지자체의 복지정책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 시군구간 복지수준 및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단체와 협력

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지방행정체계를 전제할 때, 필요불가결한 일이 될 것이다.

해당 권역 특성에 맞는 광역지자체의 정책방향을 수립, 지자체의 복지계획과 조율하며, 시군구의 복지계획 시행에 대하여 지속적으

로 점검-피드백하는 역할의 강화와 함께, 성과기반의 평가, 재정 제도와 연계하는 제도적 기제의 검토도 필요하다.

5. 결 론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직의 재구조화, 인력의 조정, 업무 수행방식의 변화, 지원시스템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조

직의 재구조화는 업무분담의 재설계 혹은 조직의 신설 및 조직간 통합이 해당된다. 둘째, 인력의 조정은 부서 조직의 재배치, 파견

(교환), 증원 등이 포함된다. 셋째,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는 연계프로그램 운영, 유관부문간 협력기반 마련, 사례관리 기반 마련(사례

관리담당기구 설치, 민간협력기반 위탁)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지원시스템의 향상은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인력의 교육체계를 선진

화하는 접근이 주요하다.

현재 한국은 복지 제도의 확대 과정과 병행한 새로운 전달체계의 구도를 모색해야할 매우 긴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달체계 개편은 주로 공공 전달체계인 지자체 복지행정부서를 중심으로, 업무와 인력의 재배치, 부서의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시도

되었으며, 최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을 통해 업무의 양상을 바꿔갈 지원기반이 마련되었다. 복지공무원의 증원 결정도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될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앞서 논의한 “주요 복지문제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일, “복지관련 행정 기관, 민간

서비스 기관간 유기적, 공식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일로서, 공공의 책임성을 높일 복지수요자의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민간서비

스기관과의 연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례관리기반 마련”은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며, 특히 경기도가 전체 시 군

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 는 매우 의미있는 시도로 기대되는 것이다.

이제는 좀 더 큰 차원의 변화도 검토,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점차 “사회복지(업무)”는 국민들의 삶 전반에 적용되는 매우 

넓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중 어떤 부분은 이용자와 밀착해서 세심한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업무(주로 복지서비스)이

며, 이와 달리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업무와 같이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표준화된 업무수행 방식이 더 타당한 영역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기초보장수급자가 대부분의 서비스를 받는 그간의 복지제도의 틀에서는, 급여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전달체계의 환경이 더 자연스러웠을 수 있다. 그러나, 복지제도의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기초노령연금, 보육료지원 등) 보

편적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가 증가할 경우,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한 집행체계의 분리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형평성있는 집행이 요구되는 현금급여 제도 운영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 설치 방

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운영되어,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10여개 정부부처가 이를 활

용하여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 등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에 걸맞는 조직 구조의 효율화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건강보험

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근로능력평가의 운영을 담당할 국

민연금관리공단과의 업무 범위와 기능 재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단위 서비스 집행기관에서 취업취약계층, 근로빈곤층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자활을 적극 지원하는 복지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한 결합의 필요성, 세계적 추세를 감안한 관련 공공행정기관(전달체계)의 통합 시도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금급여의 통합적 관리 체계, 본격적인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고용-복지지원의 결합으로 시너지효과를 높일 정책추진체계 각

각에 대한 심도있고 상세한 대안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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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As the social welfare programs increase in number, the social service delivery has become the main interest in 

Korea.  The academia has continuously suggested for over twenty years that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hould 

be improved.  Since the mid-2000s, the social service delivery has been on the central policy agenda and, in turn, 

substantial policies are being pushed forward.  

Since 2000 when Korea introduced Four Social Insurance Programs (Workmen's Compensation, Labor, Health and 

Employment Insurances) an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government has massively pushed 

ahead with various social service programs amid the crises of aging and low-fertility.  As the low-fertility and aging 

accelerate, the proportion of social service has become greater than cash allowance in the overall social security 

system to meet the social welfare demand calling for the replacement of family function, collective response and 

social intervention.  It has been regarded as a paradigm shift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What is being needed is the new delivery system for social service, which goes beyond the provision of livelihood 

security and basic human needs through the cash allowances. It also includes the multidimensional services to 

buttress the self-support and self-reliance programs, and provide continual protection and care. 

The social service has been mainly delivered by the welfare departments of local governments which execute 

various social welfare programs including public assistance based on the cash allowances, as well as public 

corporations such as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which manage the major social insurances.  The reform on the social service 

delivery has been focused on the vertical system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particularly city in order to smooth 

the execu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While the cash allowance is delivered by the administrative bodies, the private service agencies are playing a 

leading role for the direct social service.  Against this backdrop, the institutionalized service and the need of 

response to the welfare demand from the lower income and disadvantaged classes have grown.

It seems it is time to seek for the new system for the overall social service delivery, starting from the public sector.  

For that matter,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has to secure responsibility and efficiency, while the process of social 

welfare service should take what decides the reactions of beneficiaries into consideration since it is human service.

This paper will review the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which has long been through disputes and controvers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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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government policies, and find out what is needed under the current 

changes and outlook around the welfare situation.  It is hoped that this paper contribute to the debate to 

formulate a new social service delivery.

 

2. Social Service Delivery Reforms

1) Service Delivery Reform and Its Implications

As the questions have been raised on the social service delivery, the government began to reorganize it from the 

early 1990s.  The reforms has started from the overall public service delivery and then focused on the service from 

the lower level local government or city [si] · county [gun] · borough [gu] (town [eup] · township [myeon] · precinct 

[dong] at the lowest), and two pilot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In 2006, the new organization structure and 

realignment was promoted to strengthen the welfare service function across the board.  The computer and data 

system was reorganized and 7,000 additional personnel were placed for public social service at the low level local 

government.

To understand the scope of change in the social service delivery, the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has been 

reviewed for what has been changed and led to changes in different times.

First, the government had made no efforts to establish a policy regarding the social service delivery until it 

introduced the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Program in 1988.  The Program initially hired 800 professionals.  The 

introduction of the Program meant that the government acknowledged the professionalism of the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Second, during the 1990s, the number of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grew and their status in the government 

became regular from the officials in special local government service, a more secured status.  Although a provision 

to establish an independent organization was inserted into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what have been tried 

are only the pilot projects of Health & Welfare Service Office from 1995 to 1999 and the feedback was not made 

to the following policies.  In 1999, the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went under the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service department from the special service department.  Since then, the implementation of the welfare service has 

been continuously conducted by the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service department.  The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service department has strengthened its status in the public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Table 1> Changes in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Based on Delivery System

 

 

  

Periods Major Events Changes in Delivery System Major Policy Changes

Germinating 

 1960~1987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Program
•No policy trial regarding delivery system

•The welfare service was based on the 

Livelihood Protection Assistance and relocation 

to the welfare institutions.

Maturing 

1988~1999 

Growth of the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and their status change 
to the regular 

government department 

•the pilot projects of Health & Welfare Service 

Office (1995~99)

•The status of the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changed to the regular government officials in 

1999 and the local government became the 

main activator of the public welfare service 

delivery.

•Cash allowance, relocation to the welfare 

institutions, and connections of other amenity 

services to the elderly and the physically 

challenged.  The recipient of livelihood program 

also mainly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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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during the five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2000, the 

welfare administration needed the qualitative changes. The introduction of supplement allowances for the 

livelihood program strengthened the means test. Conditional aid programs were established to drive the recipient 

work more and become self-support. At the center of the growing child care service, the child care aid program 

became the major part of the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As a trial for the independent welfare organization 

in the local governments, the pilot projects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Office ware run from 2004 to 2006. The 

tested integrated survey-service connection models were reflected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Fourth, as the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the welfare service is pushed forward, the request for the local 

government-centered public welfare service delivery has grown. Since 2005, the transfer of social welfare business 

to the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allocation tax,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unity 

welfare plans by each local government,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ommunity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as the official mechanism for public-private coordination are the chances to lay the foundation stone 

of community welfare service implementation based on the city·county·borough structure and draw attention 

to the community delivery system. In particular, the Reform to strengthen the local government's Support for 

Residents Livelihood was the outcome of the cooperation with the related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 which  

reassigns the organization, duties and personnel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local welfare department 

undertaking the welfare policy implementation from the social policy ministries and the residents livelihood 

support as a welfare service in a broad sense. 

Fifth, in this period, various changes were intensively made to remind the necessity of welfare administration 

reform. In 2010, the Social Welfar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was established at the city·county·borough 

level and the organization of the related welfare service department was reformed. Case Management on Family at 

Crisis was conducted by the local government's service connection department. In 2011, it was decided 7,000-strong 

welfare public officials would be additionally deployed for the following 3 years, a foundation to divert the 

Leapfrogging

2000~2005 

The introduction and 
growth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Reorganization of delivery system with Social 

Welfare Service Office.  Testing for the 

professionalized integrated survey·service 

connection (2004~06)

•Introduction of supplement allowances for 

livelihood program and strengthening of means 

test.

•Introduction of conditional aid programs

Converting

2006~2009 

Strengthening of the local 
government service for 

livelihood

•Localization of welfare services (since 2005)

•Establishment of community-based welfare 

services such as Community Welfare Planning 

and Community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since 2005)

•Task-force team to improve the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e public, private and IT 

sectors in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8)

•Magnified as major social policies and growth 

of policy scope

•Institutionalization of various services (Voucher 

programs,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Child care etc.)

Innovating 

2010~

Establishment of the 
Social Welfar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management of case 
business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Welfar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draw attention 

to the delivery system for welfare service.

•Case Management on Family at Cris is 

conducted by the local government’s Service 

connection department.

•Additional 7,000 personnel growth decided.

•Growing necessity for integrated service

•Growing demand for complex services

•Growing demand for job service due to the 

increased number of the poor since the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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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of the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The expansion of complex demand increases the necessity of the 

integrated service.  In particular, the growing number of the working poor due to the economic crisis demands the 

job-related service and support.  All are the result of changes of social peril and desires and show the necessity of 

a new framework of welfare delivery system to be sought for.  It seems that the policy makers have detected this 

necessity and begun the change of policy direction.

The following is to review the newly implemented policies regarding the welfare delivery system under the 

new welfare administration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enses to adapt to the changes of systems and 

circumstances and to find out their implications.

The reform of delivery system began in 1995 and was based on restructuring of the organization to establish an 

independent welfare delivery system apart from the existing general public service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professionalism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The new model aimed at the local government and was considered 

to be established at the city·county·borough level.  No trial has ever made to introduce a special agency under the 

central government.1) 

1) The Social Welfare Service Office is an independent welfare service system according to Article 15 of Social Welfare Service Act and was to 
be introduced directly under the city·county·borough governments according to Article 104 of Local Autonomy Law.

The pilot projects of Health & Welfare Service Office (1995-1999) was to establish a welfare service department, 

called Division of Welfare Undertaking, under the Community Health Center Organization and let it run the 

pilot projects. Through th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the visiting care team in the Division of Welfare 

Undertaking, the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at the town·township·precinct level were to work in the Community 

Health Center. In this way, the welfare service at the city·county·borough level is different from that at the 

town·township·precinct level, which is a dual welfare system. However, through the overall service process, the lack 

of pervious coordination with the Health Center led to only a spatial integration where one division was introduced 

to the Health Center Organization. The dual system divided the general welfare service at the city·county·borough 

level and the welfare service for the underprivileged at the Health & Welfare Service Office. The lack of the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at the town·township·precinct level gave birth to the undelivered service and limited response 

to the residents at the town·township·precinct level

The pilot projects of Social Welfare Service Office (2004-2006) was to reorganize the city·county·borough 

government as the front line of welfare administration and the welfare service-related positions were intensely 

placed in the city·county·borough government. The integrated survey and service connection teams were 

introduced and took over part of the welfare administration core work (selection of the recipients, allowances 

management) that had been concentrated on welfare professionals of the town·township·precinct governments.  

The shared system for the work process aimed to enhance the consistency of survey and professionalism. The 

management of service connection team was meaningful since it laid the foundation for service support in the 

process of welfare administration. However, unlike the model of Health & Welfare Service Office, the absence of 

welfare professionals at the town·township·precinct governments undermined the accessibility to the service in 

the practical sense and led to the residents complaints. Except the integrated survey, service connection work and 

change of professionals for the town·township·precinct governments, the Service Divisions for the elderly and 

physically challenged were not included into the practical scope of the pilot project, which is pointed out as a limit.

The administrative reform for residents livelihood support at the city·county·borough level (2006-2007) reorganized 

the Department for Residents Livelihood Support in 8 Major Categories 2)  , had the integrated survey an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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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ocial welfare service is newly classified into 8 categories such as welfare, health care, child care, jobs, housing, education, 
culture and fitness. 

connection teams and newly introduced the Residents Livelihood Support Team (under the administrative 

official sixth class) in order to strengthen the local government's welfare service for its residents' better living.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ed survey team, which was tested in the pilot project of Social Welfare Service 

Office, lessened the heavy workload of asset survey from the front line officials. The duty of asset survey was 

most burdensome for the social welfare officials at the town·township·precinct level on whom all of the welfare 

service was concentrated.  Plus, the city·county·borough governments installed a consistent standard for the asset 

survey. However, in the reform process, 90% of the newly created administrative official in the sixth class at the 

town·township·precinct level were placed in the general administrative positions. Some criticized that the reform 

was only for the sixth-class officials with no specific positions. The officials in the general administrative positions 

were reluctant to conduct the welfare service to the residents. Though the Residents Livelihood Support Team was 

created to manage the different cases and serve the public before it was called, its purpose was not fully achieved.  

With no practical programs and connected foundations, the catch phrase of 8 Major Categories such as welfare, 

health care, jobs was blamed for the reform had no contents. The upgrading of the computing system was also 

criticized since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ipients and work involvement was not accomplished in the earlier 

stage. The effects of the reform were not visible and failed to put the criticism to calm. Thus, the necessity of better 

delivery system in the public sector remained.

The reform of the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by the government tried to reorganize the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 and reassignment of personnel with no additional officials to be deployed. The much increased 

demand for various welfare services offset the reduced workload effects on the welfare officials’ side that the 

reform achieved. The positive effects of the reform were not tangible.  Most importantly,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local government covered all the public services, there was no consensus throughout the local government 

that the social welfare is very important and needs professionalism. For the successful reform, the officials in the 

general administrative positions were required to be willing when it comes to the implementation of welfare 

service to the public. However, that did not happen in a short time frame. The officials in the general administrative 

positions avoided the social welfare service more and more, which fueled the argument that the social welfare 

service has to be conducted by the social welfare officials as the social welfare service becomes more complex and 

various.

 

The field and academia continuously asks the public delivery system dedicated to social welfare service, either 

exclusively or mainly. This should lessen the heavy workload of the welfare administration officials otherwise the 

scope of duty grows infinitely, and creates the working environment where the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can 

display their ability. The government can manage the welfare budget and allowances in a more efficient way. 

A new delivery system should have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operate and come up with a working service.

Looking into the latest policy changes on the delivery system, it is noted that the government began to prepare for 

a new reform based on the above criticism. The following is its details: 

2) Latest Social Service Delivery Reform and Its Implications

As mentioned above, the establishment of Social Welfar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2010 was part of 

the Master Plan for Social Service Delivery Reform which was supervised by the Prime Minister's Office having 

the related ministries under its wing and initially announced in June 2009. The Master Plan was a road map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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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the social service delivery, for instance eliminating overlapping scope of work 3). Social Welfar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Haengbok-e-eum) was a support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 welfare administration.  

The System laid the foundation for an efficient public management to conduct an integrated implementation of 

distributing the welfare allowances. 

3) The major purpose of the Master Plan was to prevent the overlapped welfare benefits, to eliminate any blind area deprived from the 
social service, to stop the official from receiving the illegal welfare benefits and to close any budget leak.  The major reforms were the 
following: under the Plan, 249 social service undertakings supervised by 9 different ministries reduced to 159 undertakings; Social Welfar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was established;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as run by individuals and households for the 
recipients; the cash allowances was paid through a single account (Welfare Management Account); and, various private welfare service 

institutions were reorganized for their functions. 

As the System stabilizes and matures, the welfare service administration would have a more efficient 

implementation system. The social service officials would not be tied to the asset survey and their core duty of 

work would be consultations and service delivery, which is more professional 4).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es announced its beginning-of-the-year activity report for Year 2010 that it would build a phased 

connection with other related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welfare resources based on the Social Welfar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try 

fro a integrated management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distribution of welfare allowances, qualifications, 

and history 5). If the plan by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es goes well, the computerized Social 

Welfar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will play a substantial role in building the community-based welfare 

service system.

Case Management on Family at Crisis was pushed ahead as a major social welfare project to secure the 

responsibility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On July 13, 2011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the related ministries 

and public agencies announced the action plan for the case management along with the personnel increase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 6). 

4) In particular, the administration process of 15 major welfare undertakings includ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was 
reformed.  The asset survey standard was standardized in a consistent fashion, and a single survey was enough. It was expected that the 
simplification of the process would contributed on the administration efficiency substantially. The scope of the needed official record 
expanded for the fairness and accuracy of the asset survey. With a more reliable computerized database system, the social welfare officials 
were less burdensome and able to more dedicate to welfare consultations, service connection, and case management which are more 
professional.  Also expected was the tightened management of changes of allowances which had been largely neglected.

5) The number of undertakings under the integrated management was from 112 by 4 ministries in 2010 to 149 by 11 ministries for 
qualification management and 292 by 13 ministries for history management in 2011.

6) The local governments will replenish its social welfare personnel in stages, adding 7,000 officials by 2014 and 70% of them deployed at 
the town·township·precinct governments. Between 2012 and 2014, 70% will be taken by the newly recruited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and the rest 30% will be transferred from the general additional officials would be deployed in order to expand and reorganize the service 
connection teams at the city·county·borough level, install tentatively named Support Group for Shared Hope, and strengthen the general 

consultation for welfare and integrated case. 

The plan includes that the additional officials would be deployed in order to expand and reorganize the service 

connection teams at the city·county·borough level, install tentatively named Support Group for Shared Hope, and 

strengthen the general consultation for welfare and integrated case. 

The case management conducted by the public sector will play a role to reform the old practice of the 

local government's welfare administration departments which consists of the initial consultation at the 

town·township·precinct level, distribution of welfare allowances and follow-up management. It is in its earl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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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eing discussed for a future direction about the scope of work compared to the private sectors, the personnel 

and structure issues inside the local governments.

Also noted is the policy approach to strengthen the community welfare.  What has been reformed is mainly about 

the public delivery system on how to deliver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to the recipients through a process 

and structure in a consistent and efficient fashion, and, as a result, the frontline of the welfare field was the object 

of interest and attention.  However, it is now understood that the policy focuses on the community-centered service 

system based on the peculiarities and dynamics of each community.

The concept of the community-based welfare can be understood in various dimensions. As the social interest 

expands about localization, decentralization and social welfare, the community-based welfare is assuming vast 

proportions in the sense of policy and actual practice. It corresponds with the interest of the previous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since it enhances the central government's attention to the community where a policy 

is implemented and the local governments which implement the policy.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s are emerging as a strong activator to carry out the welfare services and respond to the local residents in 

need.  The community-based welfare concept can play a bigger role in paving a way for a broader discussion on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The government recently created the Community Welfare Monitoring Corps with the social welfare officials at 

the local government across the board. Once this kind of organizations takes root and blooms, the dire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will further reflect the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the 

implementation by the welfare officials at the local governments. This effort will lead to the creation of the 

community-centered delivery system, for, in order to improve the delivery system in a practical sense, both the 

central government's discussion on the overall structure of delivery system and the role of the welfare officials, 

especially the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at the local governments are very important.

administration positions.   The vacancy of 550 positions due to the maternity leave and about 10% (800 positions) out of the natural 
attrition will be refilled with social welfare positions.  For the three years to come, it is planned that the governmental spending will support 

part of the expense of 3,400-strong personnel (50% for Seoul and 70% for other local governments).

 

3. Requirements and Policy Directions of Welfare Service Delivery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needs a very complex consideration in order for the recipients to utilize their desired 

services in an easier, more sufficient way when in need.  The distribution of welfare allowances has to comply with 

the purpose and standard of the corresponding institutions since the resources are the public one.  In particular, the 

delivery system is deeply related to the demand change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ulting in the changes 

of welfare institutions including the forms and level of allowances, the scope and characteristics of recipients, and 

the method and process of delivery.  The desires of each recipient exceedingly vary and hardly allow predicting any 

changes.  Thus, the reform of the delivery system deman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various interested parties, 

organizations and personnel, culture and awareness, and budget and institution, which is always difficult.

The welfare policy in Korea has substantially improved, in particular, for the last 10 years.  The accumulated 

economic, social and demographic changes since mid-2000s were behi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This, in turn, has interconnected with the trend of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creating the necessity 

to reform the welfare administration and public welfare system.  The paradigm of the social welfare is moving from 

the public assistance to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The detailed changes ar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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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principles of efficiency, competition, autonomy, and "private sector first" expand into the social welfare 

area.  The supply side of social welfare service shows a major change since it provides the social service voucher, 

expands its investment into the community social service businesses, and markets the social service.  Against the 

backdrop of localization, the role and power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as been adjusted through 

the welfare planning by the local governments, the transfer of welfare budget to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evaluation reforms.  The administration efficiency is also being enhanced based on the computerization.  For 

instance, the installation of Social Welfar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has led to reorganization of a more 

efficient implementation structure for the public sector and continued to expand to the related private sectors.

Second, the characteristics and managing principles of welfare institution have changed.  In the process of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the universal welfare has attracted a bigger attention and the social service policy 

based on the social investment has grown. The welfare policy involving working (Workfare or Work-First) seems 

strengthened as the working poor increases. Due to the various demand and the growing institutions and 

suppliers for welfare service, the integrated service is required to be provided.  There is also a growing need for the 

performance-based welfare management and proof of responsibility.

Third, governance is required. The supplier-based-and-top-down policy making in the welfare is making way for the 

procedure-oriented one where the suppliers,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e recipients collectively build consensus.

Fourth, the user-centered service is highlighted.  While the preemptive and comprehensive approaches and the 

tailored services are highlighted on the policy side, what is required for its review is whether the service is tangible 

on the user side.  What is needed for the user-centered delivery reform is to detect the detailed and complex 

desires of the recipients, to design and deliver the corresponding services to them, to locate the available resources 

for connected utilization, and to confirm the service is being provided according to the initial plans and intentions.

In the social welfare area, the previous scope of responsibility of public policies has expanded, and, as a result of 

that,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single public assistance is evolving to provide plural public 

allowances.  The service exclusively provided for part of the underprivileged is growing to a universal one.  In these 

processes, the services requiring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departments (job and welfare, health care and 

welfare, education and welfare etc.) are in growing demand.

The growing demand for welfare delivery reform is closely related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Unlike the delivery system of public assistance, it strongly reflects the nature of the human service so that the 

professional management knowledge is needed to efficiently address it. The social welfare service is always 

provided with limited resources and, thus, the effort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utilization of resources 

are very important.  Also needed is the various organizations and program vision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of 

the targeted population. The managers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re required to confirm the responsibility 

through evaluation and continuously feed back for organizational changes (Young-jong Kim, 2010: 376~377).

However, the previous social welfare service in Korea let the government plan the undertaking and the private 

welfare institutions carry out it. The local government was only allowed to supervise them based on their facility 

management and budget allocations.  In its process, no one was concretely responsible to detect the desires of the 

recipients and support the entire service provision. 

The government has recently deployed over 900-strong personnel on the private contract basis and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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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Management on Family at Crisis project.  This is regarded as a new approach to strengthen the public 

responsibility responding to the necessity of social welfare support and, accordingly, its purpose is welcomed.  

However, there are concerns about it that it creates an overlapping issue with the private welfare institutions' case 

management.  Also required is an integrated system covering the work process of the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at the local governments.

The closely connected projects such as Dream Start for Children and Case Management for self-support, which are 

previously installed, have to be included under the comprehensive support programs for the public policy.

Most of all, based on the above-mentioned changes, the social service delivery demands the following 

requirements:

First, properly oriented to human service;

Second, sensitive to the desires of the recipients and easy to utilize;

Third, able to provide the various allowances and services tailored to the desires of the recipients;

Fourth, intended to enhance the efficiency through the integrated service and management system;

Fifth, creating the environment where various parties in the private sectors and local communities actively engage 

in the service; and

Sixth, securing responsibility on the human resources for the service provision and management of personnel, 

finance, projects and recipients.

Therefore, the main challenge is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the social service delivery where the administration 

can select the recipients for the cash allowances in an accurate and effective fashion, detect the comprehensive 

demands from all the different recipients and provide an integrated and flexible service.  For that matter, the 

following has to be reviewed in the first place. 

First, the welfare administ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which has concentrated on the distribution of allowances 

and the asset survey, can change to the service-oriented one.  The reorganization of separating the distribution 

of cash allowances and the welfare service can be reviewed.  In a broader sense, various reforms can be sought 

for:  the existing public delivery system can remain unchanged while its inside divisions and work assignments is 

to be reorganized;  a new delivery organization can be installed, separated from or, integrated into the existing 

one.  To decide, there are certain problems to be addressed.  To begin with, while Social Welfar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leads the local government to manage all the welfare allowances of the related public 

agencies, the selection of the recipients for cash allowances and distribution of the allowances will more rely on 

the computerization system in the future.  Next,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social welfare service is extremely 

scattered and, as a result, an integrated support to the recipients are not possible.  For instance,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a core social welfare service, and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which 

is planned to carry out from the next year, are supervi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National 

Pension Service respectively.  Lastly, the management of the less privileged who has difficulty in getting a job is 

shared by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es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t is 

recommended to refer to the advanced countries where they strongly try to connect the security of income and 

employment support into the frontline delivery system.

Second, the foundation for case management can be built based on the local community, following the 

strengthened function of service coordination in order to organize the demand and supply in each local community.  

Recently, an integration of the community services is being considered for case management and network 

organization (Young-jong Kim, 2010: 116).  In this context, the public responsibility management, which has p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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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aller role, should emerge and a method to build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structure should be actively 

sought after.

<Table 2> Requirements and Tasks for Social Service Delivery Reform

 

4. Tasks of Delivery System Reform of Community-based Social Welfare Service
 

As discussed above, the policy makers are busy finding out proper reforms to enhance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The pending and continuous challenges are how to improve the conveniences and tangible effectiveness 

on the side of recipients in the process of service and upgrade the delivery system to allow the people in need use 

Requirements

User-centered

•Easy access to the wanted information and satisfying explanation

•Proper support to satisfy the welfare desires (allowances·services)

•Expedited support when needed

•Contact with the official in charge without traveling a long distance (no need to make several 
contacts)

•Treated in a kind, respectable and reliable way

Working
Environments

•Work assignment based on the professionalism for each

•Optimal amount of workload and clearly assigned work

•Useful support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puterization system

•Working communication among the assigned officials and divisions

Policy·Resource 
Management

•Efficient execution structure: minimization of overlapping and leaking

•A structure allowing a fair implementation across the board

•Different welfare projec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communities and their demand

•Resource management which recruits local resources and the engagement of the private sector

   for a better result

⇩ ⇩ ⇩

Improvement
Directions

•Building the community-based systematic social service foundation

   - Providing an integrated service system addressing welfare, health care, employment and education

   - Foundation for the public-private coordination

•Efficient management system for distribution of cash allowances

•Strengthened the public responsibility for the management of welfare demand and resources

Tasks

Management of 
Cash Allowances

Support of  Welfare service
Management of Welfare Demand 

and Resources

•Accurate income and

   asset survey

•Updating changes in a

   timely manner

•Monitoring against

   illegal receipt

•Securing the initial gateway in the local welfare

   system

  - Providing explanation for the available services

     and the right of choice

•Establishing the assessment system for

   the publicly supported through the ample amount

   of consultation

•Providing the individual service planning and

   the tailored service

•Emergency support in times of crisis based on

   the system

•An integrated and connected service: income

   -employment-health care- education

•Projects planning and finance management

   by community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resources

  - Detection and excavation of 

     welfare resources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projects

  - Management of illegal receipt

  - Monitoring of user service

  - Inspection of welfare facilities

•Support for networking among the

   local related agencies

  - Installation of referral system to

     the private sector

  - Monitoring of user service

  - Inspection of welfare facilities

•Support for networking among the

   llocal related agencies

   - Installation of referral system to

   the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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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rious welfare services and allowances in a timely manner and to mange the recipients in a responsible and 

efficient way.

A social service delivery reform is possible only wh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organically work together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 among them.  The 

city·county·borough communities are the basic unit when it comes to the budget planning and spending of the 

welfare projects, the planning of local social welfare projects, the management of Community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and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systems and projects.  Thus, the alignment of the public sector and 

local administration delivery system is a high priority.  In this part, top priorities will be suggested based on the 

functions, roles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local welfare administration department, which holds a central 

junction in the public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1) The welfare administration is moving from the concentration of detecting and survey for the cash allowance 

recipients to the strengthening of service connection and case management given the various demand

The human resources and work assignments that are intensely concentrated on a limited scope of work have to 

be reorganized in order to evenly strengthen the various administration duties at the local governments.  Also 

required are the areas of responsibility and role at each stage.  It will cause a series of chain reaction:  from 

enhanced accessibility and knowledge power of recipients to reality check with no omission through aggressive 

consultations at earlier stages, to structured response system including service connection and support (clear 

division of work and coordination among the town·township·precinct government, service connection teams, the 

related agencies), to excavation and management of resources, to continuous management addressing the changes 

of applicants  

In particular, the working environment has to allow a new understanding of the target of the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detection of different demands and problems on the recipients’ side and performance setting on the 

individual achievement based on the detected demands and problems. The welfare administration has set its target 

on the accurate distribution of the decided allowances and management of changes until far. It is time to prioritize 

support for self-support and graduating from poverty, care and service connection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To achieve this, there are works that have to strengthen; Visiting Consultation, Visiting Service, connection between 

resources and services, excavation and management of local resources and support for self-reliance.  According to 

the fact-finding research announced in 2011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se duties conducted 

at the town·township·precinct level account for only 22 % for the entire scope of work (See Table 3).

 

 <Table 3> Implementation by the town·township·precinct governments

 

Source: A survey in January 2011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ceived 530 respondents in 169 

precincts and 306 in 89 town and township; Hyekyu Kang et al. (2011)

 

Duty

Consultations
(Visit/ phone 

call)
Application for 
allowances

Visiting
Consultation
·Service

Connection 
between 

resources and 
services

Survey and 
management of 
local resources

Support
for

self-reliance

Transferred 
(Related to 
survey and  

management )

Welfare duties by 
projects

(Seniors and  
the physically 
challenged)

Exclusive
welfare duty 
by the local 
government

Other
administrative

duty
Other Total

Town 24.7 14.2 8.0 6.3 3.6 3.9 7.8 13.3 5.7 8.6 3.7 100.0

Township·precinct 22.4 14.0 9.3 5.1 3.8 3.7 7.4 14.6 5.7 10.5 3.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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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rengthening the welfare administration front line as an initial gate way for local demand

There is a growing need for the functional expansion of the front line windows currently conducted by the 

residents’ center at the town·township·precinct levels.  The devoted consultation for the welfare demand at this 

junction is meaningful since it is the initial gateway for the public response.

As the recipients experience various welfare institutions and receive more related information, their awareness of 

rights enhances and a more sensitive and responsible public response is required.  It means the initial consultations 

and reception is getting difficult.

The fact that an average of 1.5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are deployed at each residents’ center at the 

town·township·precinct levels.  The general officials assigned to the welfare duties are unable to conduct 

consultation, which is another negative factor. 

A reform is required to create a reliable and secured consultation setting where the visitors have their own privacy 

for a workable counseling.  The deployment of at least 2-3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at the front line can conduct 

a visiting consultation with a proper back-up system.

 

3) Strengthening the service support and responsibility control for welfare demands

Previously suggested Visiting Service, Visiting Consultation, Change Control by the integrated survey management 

team at the city·county·borough levels, case management by the service connection teams are required to be 

defined, share the duties and build a cooperation system.

This will be a chance to establish a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for the welfare demand in a broader sense 

in the current process reformed mainly about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duties and distribution of the cash 

allowances.  The response system divides the recipients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ervice and  the near-

poor group, who are difficult to receive support, and is evolving into a system where various demands  (livelihood 

support, support for employment and self-reliance, care support, emotional and mental support etc.) are considered 

and needed resources are mobilized for support.

In a short term, the tentatively named Support Group for Shared Hope announced by the government can secure a 

foundation for the case management on the focused service targets.  However, it might divide the support system 

between the town·township·precinct governments and the city·county·borough governments.

In a long term, a measure to expand the scope and volume of management recipients has to be sought after 

in order to provide a consistent, professional and complete support.  Strongly recommended are a substantial 

expansion of social welfare positions at the front line windows and a creation of professional support system, 

for instance, Welfare Center by Community in between the town·township·precinct governments and the 

city·county·borough governments can utilize the human resources in a more efficient manner.

Case management assigned to the city·county·borough governments urgently needs to buttress the coordination 

of local services and supervise the integrated service professional personnel.  Thus, a large corps of social welfare 

offices is required to be deployed.  The service connection and integrated case management has to strengthen so 

that an optimal deployment of personnel is required given the caseload of the dedicated social welfare officials.  

The level of the private resources in the local community and the model of the public-private coordination will have 

a substantial effect.    

4) Strengthened Control for the Support Targets and Clarification of responsibility (Based on the Basic Security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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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lection of the Basic Security recipients and follow-up management is required to strengthen in order to 

manage the policy in an efficient and transparent manner and provide the complete service to the people in dire 

need.  In particular, the previously incomplete follow-up management demands a new definition for its scope of 

service.  Also, the clarification of who is accountable is a top priority since it became blurred with the operation of 

Social Welfar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the management process, the separation of activators to survey any changes in income and asset and manage 

the follow-up care to detect the way of living is worth consider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former falls in the 

hands of the integrated survey team at the city·county·borough levels and the latter into that of the welfare 

professionals at the town·township·precinct levels. 

In particular, the integrated survey can attract the general officials in consideration of a scenario where the survey 

work finally settles as a system-based one, which confirms and reflect the connected official records.  However, in 

the cas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integrated survey on welfare recipients is doing well 

to understand the desires of the recipients.  For the new research for the NBLS, the social welfare service officials 

have to play a certain role.

5)  Strengthening of Local Governments’ Support for Self-reliance

Support for Self-reliance of the recipients, which has been regarded as part of the Basic Security service needs to 

be substantially strengthened as a role of the city·county·borough governments.  The local autonomy communities 

can build a community-based support system for Self-reliance and create a cooperation structur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he welfare and employment.  In this context, the number of working recipients on 

the conditional receipt is required to be expanded and an optimal size of personnel should be deployed in order 

to support and manage the service in a responsible manner.  The administration support for self-reliance should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Inside the local governments, a division in charge needs to be established to lead the 

overall connected support for self-reliance 7) .

Regarding this, it is required to review on how to build a closely interrelated implementation system between the 

Job Center, a special administration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6) New Awareness on Community-based Welfare Service Implementation and Voluntary Introduction of 

Institutional Mechanism

The prerequisites to strengthen the welfare service to the recipients are to find out the needed resources and the 

kind of service in order to connect the most optimal resource to the people in need in a timely manner.  Thus, most 

important is the foundation of cooperation among the public and private welfare agencies.

7) As of May 2010, the Self-reliance Employment Team is installed in 70 city·county·borough governments, 30% of the entire local 

governments, deploying a total number of 378 officials, an average 5.4 people per team.

Through the reviews on the cases of Community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Seoul Gumulmang Welfare Center 

and Infinite Care Center, the success of the projects depends on whether they build a working relationship and 

share the education opportunities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sectors. In the process of the public-private 

coordination, the recipe of the success consists of two stages:  the public sector voluntarily suggests various contacts 

to the private sector in the form of meetings, projects and budget assistances; and then, the public sector transfers 

its authority to the private sector for their activated engagement and provides a continuous support.  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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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rvice connection team at the local governments deploys 3 to 4 officials and is in charge of various services 

including the emergency support and charity for needy neighbors.  It seems that it will provably include more 

responsibilities, for instance, resource management, service coordination, case management supervision, and 

activating Community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In order for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activate their role in providing the welfare service and to create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m, it is required to review and improve institutional elements:  inspection of budget 

support and evaluation, the engagement and empowerment of the users and the recipients.

 

7) Strengthened Role of Upper Level Local Government for Planning and Coordinating Welfare Policy

With regard to the social welfare undertakings, the strengthened role of the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is 

integral part in cooperating with and supporting the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to resolve the imbalances of 

welfare services and resources among the city·county·borough governments under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structure.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the policy directions 

and adapt the welfare planning to them.  The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should also play a stronger role in 

inspecting and feeding back the implementation of the welfare projects at the city·county·borough governments.  

On the side of institutional mechanism, the performance-based evaluation and the connection with the financial 

institution should be reviewed.

 

5.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social service delivery, the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the coordination of human 

resources, the change of implementation and the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 should be carried out side by 

side.  First, the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is relevant to the redesigning of the division of work or the creation 

of a new organization and the integration of organizations.  Second, the coordination of human resources 

includes the redeployment of the division and organization, the dispatch and switch of personnel, and the 

personnel reinforcement.  Third, the change of implementation covers the management of connecting programs,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ng foundation for relative agencies and the installation of foundation for case 

management, for instance, a case management institution and assignment to the private collaborators.  Fourth, 

the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 values the maturing of the information system and the advancement of the 

training structure.

It is a critical time for Korea to seek for a new social service delivery complying with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institution.  The delivery system reform has been carried out mainly about the welfare administration division at 

the local governments until far.  The reform has tried to redeploy the human resources and scope of work and 

reorganize the department.  The recent installation of Social Welfar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laid a 

support basis to change the way the service is carried out.  The decision of personnel reinforcement sh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reform. 

Most urgent are “the installation of the uniformed and systematic service basis for the major welfare issu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organic and official coordination structure among the welfare-related administration 

institutions and the private service institutions.”  It will lead the public sector to be more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welfare recipients and to secure a solid connection with the private service institutions.  In this 

regard, the installation of case management foundation” is high priority.  In particular, Infinite Care Center,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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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of Gyeonggi-do Province tries to carry out in its entire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is expected 

as a very meaningful measure.

It is believed that a broader change should be reviewed and prepared for.  “The social welfare (duties)” is 

expanding to apply to the overall living of the public and include very wide and various areas.  Part of these areas 

demands a sensitive interaction closely connected to the users, which are mainly the welfare servic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other areas that demand a fair and consistent standard to carry out its work duties, for instance, 

the distribution of cash allowances.

Under the previous welfare frame where the Basic Security Recipients are the major users of most welfare services, 

it is natural that the environment around the delivery system provides both allowances and service.  However, if 

and when the expansion of the service targets (for instance, under the Basic Old-age Pension and the child care 

aid) leads to the increase of service for most of the public, there might be a growing demand to separate the 

distribution of cash allowance from the welfare administration structure.  Thus, the installation of an organization 

devoted to manage the distribution of cash allowances should be reviewed for the nationally fair and uniformed 

implementation of the service.  If over 10 welfare-related branches of the government utilize Social Welfar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the selection of the recipients and the distribution of welfare allowances, an 

efficient organization structure has to be reviewed.  In this regard, the two major welfare service institutions should 

also come under the review process for their structural and functional reorganizat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runn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National Pension Service running 

National Pensio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and Evaluation of Working Ability.

The service implementation institutions in each community should examine the followings: how to drive the less 

privileged in the job market and the working poor actively engage in the labor market, why the public support 

for self-reliance and the aggressive labor market policy have to be strongly connected, how to integrate the public 

administration institutions (social service delivery) according to the global trend. 

That is to say, what should be prepared is an in-depth and detailed alternative for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cash allowance, a foundation of full-scale welfare service, and a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empowered by the combination of employment and welfar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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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맞춤형 통합서비스전달체계 모형 : 

무한돌봄센터의 의미와 성과  

I.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실시된 이후 본격화되었다. 사회복지사무

소의 도입 및 보건복지사무소시범사업, 읍·면·동사무소의 기능변화, 최근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기반한 공공사례관리에 이

르기까지 사회복지서비스전달의 효율적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a; 보건복지가족부, 

2009b)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지방행정조직의 업무조정, 공공과 민간간의 협력관계, 지역서비스기

관의 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특히 지역 내의 다양한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서비스조정을 이끌어내는 지역단위의 서비스관리역량과 

서비스전달망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서비스전달체계개편 노력이 주는 의미는 크다.

본 발표에서는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최근의 노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전달체계의 특징과 의미

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위기가구지원을 위한 공공전달체계개편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모형을 중심

으로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함의를 얻고 새로운 지역단위의 서비스전달체계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공식적이며 책임성 있는 서비스전달의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과 함께 수요자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전달체계가 정착되는데 

필요한 구조적, 기능적 개편방향과 변화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 전달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체계개편이 이루어져왔음에

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조정과 관련한 서비스전달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조정의 부족, 사회복지행정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

율성, 수요자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단절적인 서비스체계 등이 있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혼란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을 갖는 지방정부는 지역의 복지여건과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중심의 차별화된 복지정

책방향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차원의 정책방향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짐에 따라,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공급의 기

획과 집행 체계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체계의 일부로서 중앙으로부터 위임되는 사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데 그쳤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체제에서 지방분권적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활지역을 중심으로 지

역주민들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삶의 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지

원하는 일차적 조성자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최근 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정을 통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 역량이 길러지고 지역복지 공급체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존의 급여(현금위주) 전달중심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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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층 복지지원정책을 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확충과 복지체계개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람직한 변화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자발적이며 공동체적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관료제적 정부방식보다는 협치(governance)의 차원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지역복지환경에 대한 이해를 가진 지방정부가 지역복지추진체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2)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부재 

현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민간복지기관들이 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자이다. 그러나 한 기관에서 특정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관리함에 따라 서비스중복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역의 민간기관들이 서비스전달과정에서 각기 단절되는 상황은 첫째, 민간기관들의 성과관리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며, 둘째, 민간기관들을 관리하는 공공부서간의 단절이 그대로 민간기관들에게도 연결되고 있다. 지역을 단위로 서비스의 접

근성과 다기능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복지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지방정부로부터 개별적인 역할을 위임

받은 민간간의 자발적인 조정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서비스기관의 확충이 이루어지면서, 분야 간 서비스의 단절과 중복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등 중앙부처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 별도의 서비스전달체계가 구축

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중앙부처의 단절은 시·군·구, 읍·면·동의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의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통합적 복

지서비스체계는 수요자의 욕구가 체계적이며 포괄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간의 조정(coordination)

과 협동(collaboration)이 가능한 네트워크 기반의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

비스 전달체계 하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을 중심으로 욕구에 따라 지역 내 민간과 공공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조정하여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공공사례관리를 위해 시군구-읍면동 단위까지 공공 서비스연계 구

조를 개편하였으나, 공급자 중심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민간서비스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내 복지주체들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공공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기초한 공공사례관리체계는 사례관리를 통해 사례관리자가 필요

한 서비스를 개별사례에 연계하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과 공공간의 서비스 중복과 누락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역중심의 복지체계로 

변화되는 적극적인 조정과 협력의 역동은 일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된 서비스체계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공급자들간의 파트너십 속에서 서비스공급과 조정을 위한 협력구조가 강조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행정 및 실행체계의 비효율성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는 중앙정부의 관리체계를 통해 운영되며 지방정부는 서비스전달 및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갖

고 복지행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

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복지급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 가동됨에 따

라, 지방정부에서는 서비스대상자별 복지급여에 대한 정보제공을 기초로 효율적인 복지자원의 관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공공만 접

근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기초한 정보관리망과 공공인력으로 제한된 사례관리방식으로 인해 개별사례의 서비스연계를 향상시키

는 효과에 한정되며, 서비스전달체계의 효율화측면에서 민간과 공공간의 서비스 중복과 누락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역중심의 복지체

계로 변화되는 적극적인 조정과 협력의 역동은 일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역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서

는 지역 내 관리보호체계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과의 서비스정보공유를 위한 관리망과 함께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지

역 내 서비스와 자원의 배분과 전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분리 

보건소의 주요 업무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며,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도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과 같은 저소득층으로 대상자 중복이발생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

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동시적 접근이 중요하다.

1995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시되었던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복지사무의 집중화를 통한 업무효율의 향상이라는 긍정적 결

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청과 보건복지사무소간 복지사무의 이원화와 지역주민의 접근성(특히 농촌지역) 감소가 문

제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보건 및 복지부문 통합서비스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후에도 지역의 통합적 서비스전달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계수준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보건

과 복지서비스의 주요대상자들의 증복과 욕구의 상관성을 고려할 때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 또는 통합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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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전달을 위한 경기도 모형  

1) 경기도의 통합적 서비스전달체계 개편과정 

① 경기도 무한돌봄

1) 사업의 전개

1)‘무한돌봄’은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기 위해 명명된 것으로, 위기가구에 대해 현금중심의 

긴급지원을 하는 ‘무한돌봄사업’과 위기가구 보호서비스체계로서 자원발굴 및 서비스연계,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무한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매년 복지예산 증가2) 및 다양한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잔존하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단발성 

지원체제로 인해 수요자의 복지만족도가 낮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는 2008년 11월부터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을 지원하고 있다. 

당시 무한돌봄사업은 ‘선지원 후심사’ 원칙을 통해 의료비, 가정폭력, 실직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한시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무한돌봄사업의 주대상자인 위기가구가 겪는 문제가 짧은 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을 고

려할 때 단순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개입과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통해 위기가구를 돕는 상시적 지원체계의 보완이 필요하였다. (김

희연 외, 2010; 홍선미, 2009) 즉, 초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저소득가정 위기지원사업 사업의 목적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이 유사하였으나, 지방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위기가구지원사업의 차별성을 갖고자 지역내 위기가구 지원서비스체계와

의 연계를 통해 현금지원 이외에 지역사회 보호체계의 일부로서 역할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긴급지원사업은 현금급

여중심의 단순 생계지원이 타당한 반면, 지방정부의 위기지원사업은 지역의 복지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전문

적인 빈곤가구지원사업으로 정착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경기도내 민간네트워크의 활성화

민간차원에서도 개별 기관단위에서의 사례관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지역단위에서 서비스의 조정과 

연계를 이루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지역복지협의체나 지역의 민간복지서비스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안산시에

서는 민간기관들간의 협의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 기관들 간의 협력과 연계, 조정을 전담하는 별도의 네트워크센터를 구성함으로

써 지역 개별기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례들에 대한 통합적인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활동

은 기관중심의 사례관리의 틀을 벗어나 협력기관들의 공동개입과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복지의 변화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

적 권위와 지역적 책임성의 부족, 자발적 관계와 협의구조가 갖는 기능상의 한계로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는 데

에는 한계가 있었다.

2) ’03년 7,743억 원 → ’05년 14,121억 원 → ’09년 28,437억 원(’03대비 4배 증가)

③ 경기도형 민관협력체계의 출발

2009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통합서비스전달체계개편의 방향은 지역 내 관리보호체계를 통해 민간기관들과의 연계와 의뢰체계를 구

축하여 상시적인 지원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통합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지역단위의 보호체계를 정비하

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2010년 1월 남양주를 시작으로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기 시

작되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기반의 서비스관리시스템 구축이 진행되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2010년 상반기에 16개 시·군, 2010년 하반기에 14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어 2011년 현재 총 30개 시군무한

돌봄센터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무한돌봄센터 구성 및 운영현황

①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운영목적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서비스전달의 기능을 갖기 위해 무한돌봄센터는 

사회복지서비스전달의 기본요소에 충실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지역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변화를 이뤄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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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간적&#8228;시간적 접근성과 자격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없는 복지전달

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이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이용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둘째, 위기가정의 경우 대부분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고위험군 가구로 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

한 현금중심의 접근은 한계가 있다. 심리&#8228;정서&#8228;사회적 지원을 위한 지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전체적인 서비

스의 조정과정을 관리한다.  

셋째,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이력관리 및 변화하는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재사정과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의 순환구조를 갖춘다.

②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특징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체계는 지역사회의 서비스네트워크를 중심축으로 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과 사례지원, 사후관리에 이르는 

지속적인 관리과정에서의 전문적 역할분담을 통해 기능을 차별화하는 동시에 민관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지원 

및 관리체계로서 운영되고 있다. 그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한돌봄센터모형의 기본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네트워크팀 - 시&#8228;군무한돌봄센터 - 경기도무한돌봄센터로 연계되는 

중층적인 사례관리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시&#8228;군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접수된 신규사례에 대해 사례판정 및 사례배분, 긴급사

례에 대한 솔루션 위원회 개최, 지역 내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등 관련기관과 협업체계 구성 및 통합사례회의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

한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는 의뢰 및 발굴된 사례에 대해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집중대상 사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개입, 자

원조직화 및 개발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된 시&#8228;군에 있는 복지관련 기관들은 협력기관으로서, 관내 대

상가구 발굴 및 추천, 관내 자원발굴, 복지관련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도는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 도농복합지역이 혼재3) 되어 있고 지역별 특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한돌봄센터모형

은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기본형, 확장형, 혼합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형의 경우 네트워크팀을 기

존 사회복지기관에 설치하고 사례관리전문가 1인을 배치하는 유형이며, 확장형은 사례관리기능과 함께 위기가구에게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능을 병행하고 있다.

<그림 1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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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기도는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이다. 경기도의 외곽에 위치한 다수의 농촌형 지역은 지리적으로 면적은 넓은 반면, 복지시

설과 자원이 부족하여 복지서비스의 즉각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복지인프라 구축과 복지서비스의 기능확대가 필요하다. 반면 복지시설의 확

충이 이루어져왔던 경기도의 도시형지역에서는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을 막으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중요한 과제가 된

다(Moore, 1992). 

<그림 2> 지역유형별 무한돌봄센터 세부모형(기본형, 확장형, 혼합형)

3.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전달을 위한 무한돌봄센터모형의 성과 

① 무한돌봄센터의 단기적 성과

미시적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문제해결 및 개선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한돌봄센터 서비스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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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성적이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쉽게 문제가 해결되거나 혹은 변화가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대상사구 및 가구원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도에 실시된 무한돌봄센터 모니터링결과에 따르면, 16개 

시·군에서 사례관리 했거나 하고 있는 집중사례는 1,634가구, 긴급사례는 86가구로 전체 집중 및 긴급사례는 1,720가구로 파악되

고 있다(시·군별 평균 107.5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

* 집중 및 긴급사례에 대한 평균 접촉건수는 10.2회로 위기가구 당 10회 이상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기존

의 사례관리의 접촉형태와 달리, 지역사회 즉 사무실이 아닌 대상가구의 집이나 근린지역에 만나는 비율은 가구당 4.3회로 높게 나

타나고 있다.

2010년도 상반기에 운영된 16개 무한돌봄센터에서 종결된 359가구사례 가운데 욕구가 해결되어 종결된 건수가 총 285사례로 상

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례유형의 변화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상담 당시 집중사례였던 위기가구 중 33.5%인 443가

구는 단순사례로 변화됨. 초기 상담 시 긴급사례였던 사례 중 36.7%인 29가구는 단순사례로 변화되었다. 또한 긴급사례의 36.7%인 

29가구는 집중사례로 변화됨으로서 위기의 긴급성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 종결사례

비율 : 해당 종결건수 대비 욕구해결 종결 건수(ex. 집중사례 종결 건수 중 욕구 해결되어 종결된 집중사례 비율)

출처 : 2010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모니터링보고서(2010, 경기복지재단)

<표 2 > 사례유형의 변화

출처: 2010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모니터링보고서(2010, 경기복지재단)

또한 무한돌봄센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원 개발 및 연계노력과 관련 되어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기관은 1,056기관(시·군별 

평균 75.4기관)에 이르고 있다. 자금을 서로 연계한 기관은 307기관(시·군별 21.9개 기관), 교육이나 워크숍, 프로그램을 서로 연계

하는 기관은 204개 기관(시·군별 14.6개 기관)이며, 대상자를 직접 서로 의뢰하거나 연계하는 기관수는 835개(시·군별 평균 55.7

개 기관)으로 지역사회 내 서비스기관간의 적극적인 업무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단기적 성과로 파악할 수 있다.

② 무한돌봄센터의 의미

무한돌봄센터는 통합복지서비스체계구축을 통해 지역단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포괄적인 보호전담체계를 가동하고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기존의 전달체계개편노력과 차별화되는 무한봄센터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간 파편적으로 제공되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소득가구지원사업을 차별화하면서 광역과 기초, 지역으로 각각 연계되는 다층

적 구조를 통해 상시적으로 서비스네트워크체계를 작동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사후적인 위기가구지원의 기능을 넘어 

새로운 위기가구의 발생을 줄이는 예방효과를 가져온다.

공적인 지역관리체계가 부재한 우리나라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사례관리센터를 민관협력방식으로 설치하여 민

 항목 합계 시·군 평균

성과
사례

종결

총 종결사례수 359가구 22.4가구

집중사례 종결건수 334가구 20.9가구

긴급사례 종결건수 25가구 1.7가구

총 욕구해결 종결건수 285가구 17.8가구

욕구 해결되어 종결한 집중사례수 263가구 16.4가구 

욕구 해결되어 종결한 긴급사례수 22가구 1.5가구 

                          현재 사례등급

초기 상담
단순사례　 집중사례　　 긴급사례 합계

집중사례 443(33.5) 735(55.6) 144(10.9) 1322(100.0)

긴급사례  29(36.7)  29(36.7)  21(26.6)   79(100.0)

합계 470(33.6) 764(54.6) 165(11.8) 139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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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관의 참여도와 관심을 시군전체로 확대하는 효과를 갖는다. 지역사례관리센터를 통한 사례관리는 초기상담이 읍면동뿐만 아니

라 민간복지기관에서도 가능한 구조로서 지역전체가 사례관리의 point of entry가 됨으로써 지역 내 응급지원시스템으로서의 기능

도 가능하다.

지역단위로 서비스기관들 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실질적인 지역복지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연계

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역별 통합사례관리의 틀을 갖추고 있다. 특히 사례의뢰와 지원을 공공과 민간, 시군으로부터 개별

기관과 주민까지 연계하는 구조는 촘촘한 안전망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근린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

역에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해결역량을 강화하며 복지자원간의 그물망이 형성되는 효과를 얻는다.

무한돌봄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팀에 전담 사례관리전문가를 배정함으로서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다. 결과적으로, 지역

사례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전달체계개편방안은 중앙정부에서 제안한 사례관리와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동시에 한시적이며 

산발적인 복지지원사업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4.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전달을 위한 무한돌봄센터모형의 향후 운영방향 

1) 공식적이며 책임성 있는 서비스전달의 주체로서 지역복지서비스를 조정하는 거점기능 담당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간 서비스

인프라의 격차완화 및 지역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간 기능의 차별화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변화하는 목표를 지향한다.

첫째, 서비스전달의 체계성 차원에서,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복지서비스

를 관리하는 종합서비스센터로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을 확대한다. 즉, 통합복지의 중심축으로서 복지서비스연계망 구축과 서비스영

역의 다각적 지원기능을 담당하므로써 지역내 공공과 민간, 민간 기관간의 중복 문제 발생 및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자

원을 조정하는 모니터링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무한돌봄센터의 핵심적 기능을 지역복지 자원의 중복 및 누락문

제에 대한 조정으로 설정하고 서비스 조정인력의 배치를 통해 지역의 복지자원의 조사하고, 누락되어 있는 복지자원발굴에 대한 계

획 수립 및 자원배분 역할을 전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전체의 서비스 총량에 대한 조정 및 인프라 설치를 위해 지

역사회 인프라 설치 중단기계획을 도 및 시·군 차원에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여 책임성 있는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 간 상호신뢰가 부족하며 

수평적 파트너십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업무관계가 불안정하므로 세부 지침을 마련하

여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세부사항으로는 무한돌봄센터에서 전반적인 행정책임과 전달체계 운영에 권한을 갖는 공

공인력의 책임성과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전문가의 집행권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네트워크팀 운영을 중심으로 지역 

내 민간기관들 간의 역동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참여기관들 간의 협력적관계증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서비스전달의 포괄성 차원에서, 지역전체의 변화를 위한 포괄적인 지역복지서비스 기능의 전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주거, 교육, 보건 분야 등과의 연계를 위한 통합적 기능의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결합한다. 일자리센터, 자활지원센터, 건강가정지

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탈북자·노숙인지원센터 등 분야간·기능간 단절된 기관들을 통합적으

로 연계·조정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한다. 위기가정의 경우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고위험군 가구로서 복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요구되는 동시에 생계비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생계비지원과 함께 다양한 급여관리체계에 정보

제공및 지급관리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셋째, 서비스전달의 이용성과 접근성 등의 차원에서, 공간적.시간적 접근성과 자격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이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없는 복지전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이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이용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단계적으

로 위기가정지원을 위한 서비스와 자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점차 전 도민이 이용 가능한 보편적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주민참여 및 지원 프로그램을 무한돌봄센터에 흡수해서 일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아닌 전 도민의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한다.

지역간, 계층간 복지서비스 정보격차를 해소를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온라인센터 운영 등을 통해 민간자원과 복지수요자간 체계적 

연계를 도모하며, 서비스이용에 관한 문의 및 등록절차안내를 통해 주민의 서비스접근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한다.

공공과 민간의 참여와 주민의 신뢰를 통해 자발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이 향상되도록 한다. 지역사

회의 공동체성과 연대성은 상호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안녕과 문제해결을 위해 더 큰 협동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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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로서, 휴먼네트워크사업의 적용을 통해 학습·직업·정서적 지원을 위한 멘토로 지역주민

이 참여하고, 무한돌보미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과 활동지원, 지역별 모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의 나눔문화 확산

을 위한 여건 개선과 홍보활성화 노력도 필요하다.

2) 주요욕구에 대해서는 특화된 사례관리인력을 자체적으로 확충하며 분야별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일반 및 전문사례관리가 이루어

지게 함으로써 다양한 수준의 복지욕구에 대해 접근한다. 장기적으로 specialist역할을 하는 개별기관의 분야별, 대상자별 사례관리

와 연계하면서, generalist로서 가구단위의 사례관리를 조정하는 센터로 차별화될 수 있다.

첫째, 서비스전달의 전문성과 효과성 차원에서,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를 욕구와 목표에 따라 전문화하고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효

과를 높이도록 한다. 위기가구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진행되

지 못하여 성공률은 13.4%에 불과하다. 이는 기존의 취약계층일자리지원기관 이용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장애물이 존재하며 단순

상담과 일자리알선으로는 구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무한돌봄센터 내 일자리 사례관리 담당자, 

일명 job manager를 배치. 직장탐색, 취업상담, 일자리 의뢰,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신청 등 구직서비스를 대상별로 적절하게 제

공하며 일자리 발굴을 위해 일자리센터, 자활센터, 고용안정센터,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하며 맞춤형 일자리 사례관리와 사후관리를 

제공하도록 한다. 의뢰받은 일자리센터는 전문적인 일자리관련 욕구의 파악과 개입수준을 위해 추가적인 assessment process를 

거쳐 재활, 자활, 구직프로그램에 연계하며 취업과정에서의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자와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직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

요하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적역량의 개발과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서비스전달의 적절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저소득 위기가구가 갖는 욕구에 적합한 다각적인 가족지원체계를 통해 지

속적으로 빈곤대물림 방지를 위한 개입과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변화목표를 설정하여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연계, 저소득가구 아동에 대한 맞춤돌봄서비

스, 저소득층 인적자본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체계 구축, 자산형성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가구의 상당

수는 주거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단위로 일시적인 주거불안정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상황이다. 응급지원센터 및 

가족쉼터를 설치하여 위기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위기가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주거복지의 확

대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지속적인 개입을 통한 전문사례관리로 인해 서비스이력관리 및 변화하는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재사정

과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의 순환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III.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전달을 위한 제언 

경기도 무한돌봄센터가 위기가구 대상의 사례관리로부터 보건,노동,교육 부문간의 협력적 서비스전달을 위한 협력과 통합을 통해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복지관련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gate keeping 및 서비스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수

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요구된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업무의 연계와 협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계강화를 통해 중앙정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리기능을 부여하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통합관

리망의 유연성 확대를 통해 지역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민간기관의 서비스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관리자, 

조정자, 서비스구매자 역할을 중심으로 위기취약계층의 사례관리에 한정되기보다 는 협력적으로 민간부문의 서비스공급역할을 지

원하도록 한다.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달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통해 서비스영역과 사업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

단체 프로그램에 대한 gate keeping 기능을 무한돌봄센터에 부여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 전달되는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배분기능

과 적정분야기관으로의 의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중앙정부의 사례관리인력인 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기능을 무한돌봄센

터내에서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하도록한다.

2. 사회복지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관리

서비스연계팀의 기초생활수급비관리 및 사례관리업무, 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 취업훈련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지원업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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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관리를 통한 스크리닝 및 점검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중

앙정부의 복지급여와 취업지원서비스를 Job Plus Center나 Work & Income Center 등에서 통합관리 중이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개별부서에서 담당하는 급여정보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무한돌봄급여지원업무와 관련해서는 무한돌봄센터 업무와

의 통합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써 무한돌봄사업담당자가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무한돌봄센터 의뢰자에 대한 급여지원

적격판정 및 급여지급업무를 담당하며, 필요시 무한돌봄사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지원업무를 센터에서 제공한다. 궁극적으

로 서비스연계업무를 총괄하는 서비스연계팀은 무한돌봄센터와 통합운영하며 증가되는 업무량에 따라 과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각종수당과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정보공유 및 가구단위별 적정급여수준 산정에 따라 지원수준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 개인

예산(individual budget) 또는 가구별 통합소득에 따른 Tier시스템을 통해 욕구에 따른 관련 서비스와 급여지원이 가능하도록할 수 

있다.

3. 보건복지연계를 비롯한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 운영

지역내 분야별, 대상별 다양한 사례관리네트워크 및 기관간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별, 기관별 역할을 차별화하고 유

기적으로 조합한다. 장애, 노인, 아동, 여성, 다문화, 정신보건 등 분야별 사례관리프로그램에서는 개별대상자를 중심으로 특정욕구 

중심의 전문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에서는 개별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하여 가구단위로 포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차별화하도록 한다. 보건복지욕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의

료급여관리프로그램을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지역보건 의료전달체계와의 협력적 업무교류-추진을 통해 통합

적 서비스전달을 지향한다. 포괄적인 보건복지욕구사정을 위해 욕구사정시 방문보건담당자로부터의 참여와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

록 한다.. 

4. 민관주민협력의 로컬 거비스넌스 정착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상법>상의 조직이므로 다양한 복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

지협의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민·관 균형을 찾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역량을 기르는데 긍정적이다. 민간협의체이외에도, 주

민자치기구와의 공동사업운영을 통해 지역의 자치적 역량과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과 비공식적 자원제공이 가능한 지역주민의 

참여는 사례발굴 및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

지공동체발전을 위한 구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참여와 주민의 신뢰를 통해 자발적인 인적, 물적 자원이 창의적으로 개발되며 이는 지역사회의 역량과 문제해

결능력이 증가하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은 휴먼네트워크사업 등의 적용을 통해 학습·직업·정서적지

원을 위한 멘토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성과 연대성에 대한 주민간의 구체적인 체험은 상호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안녕과 문제해결을 위해 더 큰 협동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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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s customized integrated service delivery model:                

Implications of the Moohandolbom Center 

I. Introduction 

A nationwide debate on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of South Korea has begun in the late 1980s. Active 

debates continue to this day on how to build a more efficient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with issues ranging from 

assessments of pilot projects in social welfare offices and health & welfare offices, changing functions of the eup (town)/

myeon (township)/and dong offices, and public case management centered on integrated social welfare networks. 

Korea’s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s affected by an array of factors, including ‘the role of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of regional administrative units,’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professional competence of local service delivery institutions.’ Since there exists a lot of influential factors that 

lie outside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ol, central government efforts have faced limitations in bringing about real 

changes on ground. 

As of late, greater weight is being given to the ability to respond flexibly to various regional needs, raising the 

importance of regional level services and regional service delivery networks. Consequently, regional government-level 

efforts to improve the service delivery system have become highly relevant in the study of Korea’s general welfare 

delivery system. 

This paper will first, surve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service delivery system with a special focus on recent efforts 

to enhance the system. Second, as efforts continue to improve public case management for high-risk household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model of Gyeonggi Moohandolbom Center to find implications for successful structures 

and operations, and to suggest a new regional-level delivery model for social welfare services. Finally, this paper will 

emphasize the benefits of assigning official responsibility to regional governments as the main providers of service 

delivery, propose structural and functional improvements to build an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 based on 

actual users, and suggest new strategies on how to implement the changes. 

II. Survey of Korea’s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1. Weaknesses in Korea’s welfare delivery system 
Despite extensive public funding and administrative restructuring aimed at boosting the efficiency and professional 

competence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ve units, critics point to the shortcomings in integrated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f services as the core problem in service delivery. Frequently cited problems in the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re: inefficient administrative units due to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role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lack of coope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1) Role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As the primary provider in charge of delivering welfare services to local residents, the regional government should 

reflect the welfare conditions and needs of its residents to create a customized welfare policy at the regional level. It 

is highly advisable for the regional government to form a strategy that ties into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thereby forming a partner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Korea’s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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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 system has conventionally been highly centralized, where the central government takes charge of planning 

and implementing social welfare policies. Under this system, regional governments functioned as a lower arm of the 

executive branch and take on a passive role by implementing whatever measures and roles deleg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system signaled a shift from a centralized n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to a decentralized 

regional administrative system. Under this system, the regional government serves as the primary provider and creates 

a new welfare delivery system aimed at improving the standard of living of its residents. This regional-level welfare 

system has raised the competence of government welfare provision at the metropolitan and regional government 

levels, stimulated discussions on regional welfare delivery, and triggered interest in expanding welfare services that 

improve the standard of living of residents by transcending the former system (based on cash payments for the 

neglected classes) – which are all sensible changes. 

In order to establish an autonomous community-based welfare system at the regional level, welfare policies should 

take the governance approach – where regional governments with better understanding of local needs and welfare 

conditions take charge of the regional welfare policy – in place of a centralized, bureaucratic approach. 

2) Absence of meaningful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Under the current system, private welfare institutions act as the actual providers of welfare services. However, as one 

institution cannot possibly fulfill all welfare needs of the residents and as each service provider acts independently, 

the result is often an overlap in the provision of services. This discontinuity is caused by, first, the program-based 

performances of private institutions, and second, the legacy of discoordination at public departments in charge 

of managing private welfare institutions. In the absence of a systemic welfare infrastructure that considers the 

approachability and multi-functions of welfare service at the regional level, private institutions – each delegated with 

different responsibilities by the regional government – are bound to face limitations in their coordination efforts. 

As more services sprout for senior citizens, the disabled, adolescents, and women, this issue of discoordination and 

overlapping services is becoming more severe. Such lack of coordination can be traced to the very top, as welfare 

responsibilities at the central government is split amo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is passed down to the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at the si (city)/gun (county)/ gu (district) and eup (town)/myeon (township)/dong levels. 

An integrated welfare service system with systemic and comprehensive coverage can only come into existence through 

the creation of a regional system that provides a network of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various services 

within the region. The current provider-based welfare system will inevitably continue generating troubles in providing 

integrated public and private services that effectively respond to individual needs. 

While recent efforts to compile public case studies have resulted in restructuring public services at the si (city)/gun 

(county)/ gu (district) and eup (town)/myeon (township)/dong levels, there are increasing concerns that the emphasis 

on efficiency at provider-based services will reduce participation by the private sector and various welfare entities 

within the region. Moreover, the compilation of public case studies creates an information database open only to 

public institutions. Thus, while it facilitates the work of finding and linking individual case studies by the administrator, 

it has a limited impact on resolving the overlap and neglects the problem stemming from the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falling short of constructing a flexible and dynamic welfare system at the 

regional level based on mutual cooperation. In order to create a user-based service delivery system, a meaningful 

partnership and cooperative structur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providers is crucial. 

3) Inefficiencies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system
Generally, under the current welfare administration, stipends for basic livelihood are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the regional government takes charge of service delivery and service implementation. The 

integrated social welfare management network is useful for the regional government in compiling an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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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database on various welfare payments and qualifications or payment history of each beneficiary. The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improves the efficiency in welfare payments and enables regional 

governments to effectively manage welfare resources based on accurate information. However, an information 

network and case study compilation open only to public officials has a limited impact on improving the coordination 

between individual cases and resolving the overlap. It neglects the problem that stems from the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failing to create a flexible and dynamic welfare system at the regional level 

based on mutual cooperation. In order to bring about a more constructive change in the current regional welfare 

delivery system, it is crucial to establish an information-sharing network for services to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a real-time management system that offers an overview of distribution and delivery of services and 

resources in the region.

4) Segregation of public health and public welfare services
The main function of a health center is to provide medical services to the low-income households. Since most 

recipients to the social welfare program are also low-income households – recipients of the basic livelihood stipend 

and the near-poverty groups – there is a clear overlap in services. As these low-income groups require assistance in 

both basic livelihood and medical services, it is essential to take a simultaneous approach that links both health and 

welfare services. 

The pilot project on the health & welfare office, launched on July of 1995, reported positive results in improving efficiency 

through the convergence of welfare provision functions. However, the lack of coordination in health and welfare office 

operations at the si (city)/gun (county)/ gu (district) levels and worsening accessibility (especially in rural areas) are cited as 

common issues, and the actual results of integrating health and welfare services are said to be minimal. 

The harsh reality is that despite efforts to integrate regional delivery networks, there has been small improvement 

in enhancing real-level coordination in health services and welfare services. Consider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verlap in recipients and their needs for the said services, a successful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health and 

welfare services necessitate greater attention.

2. The Gyeonggi model of customized, integrated welfare delivery system
① Development of the Gyeonggi Unlimited Care Scheme1 

Despite the increasing welfare budgets2 and expansion of various welfare policies, overlap in services and blind spots persist, 

and welfare beneficiaries continue to report low satisfaction at the uncoordinated, provider-based support system. 

Since November of 2008, the Gyeonggi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the Unlimited Care scheme to offer 

support to households in need that are not qualified for aid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eligibility standards. 

Initially, the Unlimited Care policy intended to offer short-term support, aimed at providing quick-fix financial 

assistance for households in dire need due to emergency medical expenses, domestic violence, and unemployment 

under our ‘payment first, screening later’ principle.  However, as the problems faced by the recipients of the Unlimited 

Care project were not re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became clear that the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by a permanent organization that offers continuous intervention, monitoring, and after-care management. In other 

words, the project first started out similar to the central government efforts in that it had similar objectives, same 

targeted groups of beneficiaries, and reliance on quick-fix financial solutions. 

1 ‘Unlimited Care’ is so named to indicate the Gyeonggi government’s commitment to sustaining the livelihood of low-income families 
until they fully overcome their hardships. The scheme entails the ‘Unlimited Care project’ that offers emergency cash payment assistance to 
households in dire need and the ‘Moohandolbom Center,’ which offers protection services and takes charge of collecting resources, linking 
services, and managing cases.
2 2003, 774.3 billion won -> 2005, 1,412.1 billion won -> 2009, 2,843.7 billion won (quadruple growth compared t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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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Gyeonggi government started to develop a new system under a differentiated approach, which 

linked the stipend system with regional support services to offer a regional-level protection system that provides 

supplementary services other than financial assistance. While it is feasible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offer financial 

payment-based emergency support for basic sustenance, the more practical role of a regional government is to 

engage in a more hands-on support system for poverty groups by fully utilizing the region’s welfare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② Stimulating private networks within Gyeonggi province 

At the private sector level, test projects have been launched by community welfare organizations and private welfare 

networks so a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individual institution approaches, better respond to recipient needs, and 

form a flexible coordination system of services at the regional level. For example, the Ansan City formed a cooperation 

network center for an integrated case management program for cases are that too complicated to handle at the 

individual institution-level. These activities broke free from the conventional individual institution-based approaches 

to case management and tried to bring about new changes by starting a collaborative system among cooperating 

institutions through shared responsibilities. Unfortunately, these efforts stumbled in face of limits caused by the lack 

of public authority, shortcomings in the regional sense of responsibility, and inherent functional conflicts in creating a 

collaborative structure based on autonomous efforts, and failed to bring effective structural changes to the regional 

social protection system. 

③ Gyeonggi model for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Since 2009, the Gyeonggi province took a new direction to reforming its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 as it 

established a new permanent support scheme for managing protection services in the region through the linking of 

private institutions and setting up of a commission-based arrangement. Thus, a long-term regional protection system 

emerged, which was based on an integrated management of welfare and protection services aimed at enhancing the 

living standards of the residents. 

Starting with Namyangju-si in January of 2010, the Gyeonggi government started to set up Moohandolbom Centers 

around the province to cement a regional-level service management system offering customized welfare delivery 

centered on the recipients. 

Out of the 31 si (city)/gun (county) in Gyeonggi province, 16 Moohandolbom Centers were established in the first half 

of 2010 and 14 new centers were built in the second half of 2010. As of 2011, a total of 30 Moohandolbom Centers 

are in operation. 

2) Organization and operations of the Moohandolbom Center 
① Objective of the Gyeonggi Moohandolbom Center 

The Ultimate Care Center operates under the following objectives so as to provide a recipient-based integrated 

welfare service, minimize welfare delivery errors caused by overlaps and blind spots, give proper consideration 

to fundamental factors affecting social welfare delivery, and effectively address the existing problems in order to 

establish a new region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irst, to resolve problems in the delivery of welfare caused by space-time accessibility or strict qualification standards 

that excludes recipients in need of the service, and to maximize use of services in the recipient’s perspective;

Second, to resolve the limitations of the simple financial assistance-based approaches that ignore the fact that most 

high-risk recipients face a combination of problems and require integrated welfare services, and to offer simultaneous 

psychological, emotional, and social support under an integrated service management; 

Third, to ensure smooth flow in services by using the case management system to formulate new adjustments and 

plans that enable flexible adaptation to the changing needs.

 ② Characteristics of the Gyeonggi Moohandolbom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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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yeonggi Moohandolbom Center, centered on regional service networks, takes charge of collecting resources, 

coordinating services, and managing case studies in a professional capacity. By taking on differentiated functions and 

building a systemic cooperative network of private institutions, the Center strives to establish an integrated support 

and management system for local welfare servic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Gyeonggi Moohandolbom Center are as follows: 

The basic structure of the Moohandolbom Center consists of a multi-layer case management system that links Network 

Teams with Moohandolbom Centers at the si (city)/gun (county) level and the Gyeonggi Moohandolbom Center.  

The si (city)/gun (county) level Moohandolbom Center categorizes and allots newly registered cases, hosts Solutions 

Committee meetings for emergency cases, forms a cooperative network with regional Unlimited Care Network Teams, 

and offers support for integrated case management meetings. 

The Unlimited Care Network Team conducts case management meetings on commissioned or newly discovered cases, 

provides services and intervention for the targeted subjects, and systemizes and develops resources. The welfare-

related institutions established within the si (city)/gun (county) of the Moohandolbom Center act as cooperating 

institutions that discover and recommend new recipients in their locale, gather new resources within their vicinity, and 

provide welfare-related services. 

As the Gyeonggi province consists of urban, rural, and a mix of urban-rural regions, the Moohandolbom Center model is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models – basic, expansionary, and mixed – to correspond to the respective needs of each region.

The basic model consists of a Network Team established within the existing social welfare institution, where 1 case 

management expert is dispatched, while the expansionary model consists of the team undertaking a dual-function of 

direct case management and welfare provision to the recipient households. 

<Image 1> Case management model of the Gyeonggi Moohandolbom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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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2> Detailed model of the Moohandolbom Center by regional type (basic, expansionary, mixed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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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of the customized integrated welfare delivery system, seen in the Moohandolbom Center model 

① Immediate results 

A phenomenological view of the effectiveness of customized service delivery is as follows. Most recipients of the 

Moohandolbom Center service face chronic, complicated problems that are not easily resolved or changed. Nonetheless, 

results show a considerable change in the service recipient households and household members. 

According to the 2010 monitoring results of the Moohandolbom Center service at the 16 si (city)/gun (county), 1,634 

households were classified as in-depth cases and 86 households as emergency cases for case management, which adds 

up to a total of 1,720 households that belong in either in-depth or emergency cases. (Case managements were offered 

to an average of 107.5 households per si/gun). 

* Average number of contact for in-depth and emergency cases was 10.2, which means each household is provided 

with more than 10 consultations and service provisions. Also, unlike conventional contact methods, many of the 

interactions (4.3 per household) took place not at the office, but at the recipient’s home or neighborhood. 

Out of the 359 cases completed within the first half of 2010 by the Moohandolbom Centers in 16 si (city)/gun (county), 

285 cases were completed with satisfaction in addressing the recipients’ needs. More specifically, 443 households, or 

33.5%, were lowered from in-depth cases to simple cases, while 36.7%, or 29 households, that were initially classified 

as emergency cases were changed into simple cases. Also, 36.7%, or 29 households, were lowered from emergency 

cases to in-depth cases – showing considerable improvement in the sense of crisis among recipient households. 

<Table 1> Completed cases

Ratio: Completed cases per category to number of resolved need cases 

(ex. Ratio of in-depth cases completed with resolved needs out of total completed in-depth cases)

Source: 2010 Gyeonggi Moohandolbom Center monitoring report (2010, Gyeonggi Welfare Foundation)

 

<Table 2> Changes in case types 

Source: 2010 Gyeonggi Moohandolbom Center monitoring report (2010, Gyeonggi Welfare Foundation)

According to the monitoring results, 1,056 institutions (75.4 institutions in average per si/gun) were involved in the 

resource development and information sharing networks. 307 institutions (21.9 institutions per si/gun) were linked 

in funding while 204 institutions shared education/workshop/program networks (14.6 institution per si/gun) and 835 

Classification Total si·gun average

Performance
Completed

cases

Number of completed cases 359 households 22.4 households

Number of completed indepth cases 334 households 20.9 households

Number of completed emergency cases 25 households 1.7 households

Number of completed cases with resolved needs 285 households 17.8 households

Number of completed indepth cases with resolved needs 263 households 16.4 households

Number of emergency cases with resolved needs 22 households 1.5 households

                               Current case classification

Case classification during

initial consultation

Simple cases In-depth cases Emergency cases Total

In-depth cases 443(33.5) 735(55.6) 144(10.9) 1322(100.0)

Emergency cases  29(36.7)  29(36.7)  21(26.6)   79(100.0)

Total 470(33.6) 764(54.6) 165(11.8) 1399(100.0)



Meeting the Challenge of Social Service Delivery

Meeting the Challenge of Social Service Delivery • 69

institutions made commissions or referred recipients (55.7 institutions per si/gun) – which verifies active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service institutions in the region. 

② Significance of the Moohandolbom Center 

The Moohandolbom Center strives to establish an integrated welfare service to offer comprehensive protection for 

low-income groups, and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standard of living of its residents. The Moohandolbom Center 

should be noted for the following differentiated approaches compared to those of the conventional delivery system: 

In contrast to the fragmented coverage offered by central governments, the Center allows the regional government 

to take a differentiated approach in supporting the low-income households by operating a multi-layer structure that 

links the metropolitan regions and other regions through a permanent service network system. This system allows 

after-care for high-risk families while preventing the emergence of new high-risk households. 

Limitations in Korea’s welfare delivery system arise from the absence of a strong regional public welfare system. As 

such, establishing a regional case management center that features effectiv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will 

encourage greater participation and interest by private institution across the entire si/gun.  

Case management through the regional case management center will offer primary consultation at the eup/myeon/

dong level as well as private welfare institutions. In other words, the entire region acts as the point of entry, and can 

also function as the emergency support system. 

This system encourages active participation from regional service institutions, creates a practical regional welfare 

network, and forms the basic framework for an integrated case management at the regional level based on effectiv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particular, by creating a structure that links the public-private sectors with individual 

institutions and residents based on the chain of commissions and resources, this system establishes a thorough safety 

net that maximizes utilization of local resources to solve local problems. Thus, this system helps reinforce the problem-

solving competence at the regional level while creating a net of regional welfare services. 

Additionally, case management experts should be dispatched at the Center and the Network Teams for each region to 

ensure professional handling of cases. 

In conclusion, reforming the welfare system based on a regional case management offers a differentiated approach 

from the central government – not only in the quality of the service, but also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sporadic, quick-fix nature of conventional welfare support projects and by providing a stable support through a 

systemic service delivery system. 

4. Future directions of the Moohandolbom Center model as a customized integrated welfare delivery system 

1) As the official service provider responsible for welfare service delivery, the Center strives to bring new changes by: 

acting as the core of regional welfare service coordination; reducing the service infrastructure gaps between different 

regions; and differentiating/coordinating social welfare service institutions within the region based on their respective 

functions. 

① Systemicity

In order to expand the integrated service to more high-risk households, the functions of the Moohandolbom Center 

will be expanded to establish the Center as the general service center overseeing all regional welfare services. In other 

words, the Center will act as the central axis of integrated welfare – in charge of building welfare service networks 

and offering multi-level support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 and a monitoring hub in charge of coordinating service/

resource so as to address the overlap and blind spot problems arising from uncoordinated efforts between public-

private sectors and among private institutions. 

Simply put, one of the core functions of the Center is to offer effective coordination that fixes the overlap and blind 

spot problems in regional welfare services. To address this problem, a coordinator will be dispatched to research the 

welfare resources of the region, formulate plans to discover previously neglected welfare resources, and en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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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aptitude in resource distribution. Furthermore, short to mid-term plans for regional social infrastructure 

will be formulated and implemented at the si (city)/gun (county) level – so as to coordinate the overall service and 

infrastructure availability in the region.  An ordinance will also be enacted to ensure an accountable management 

structure. 

Furthermore, the current system of voluntary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within the region is highly unstable, 

owing to the lack of mutual trust between public-private sectors and the lack of experience in horizontal partnerships. 

Thus, a detailed guideline should be published to form a stable management structure. 

The dynamic changes and relationships among private institutions will be monitored, mostly centered on the Network 

Team, while new standards on how to improve cooperation among participating institutions will be published. 

② Comprehensiveness

The comprehensive functions of regional welfare service require further specialization to bring about new changes 

in the entire region. The integrated program of the Center will feature coordination in various areas such as jobs, 

housing, education, and welfare, which will be assimilated under the integrated system in phases. The Center will also 

act as a hub that coordinates and merges the functions of highly autonomous institutions in the likes of employment 

centers, self-sufficiency center, health family support centers, and support centers for migrant workers/North Korean 

defectors/the elderly.

High-risk groups are often vulnerable to a multitude of problems and are subject to constant pressure in livelihood 

expenses. As such, services for these groups should be integrated to offer cash benefits in addition to coordination of 

provision, information and payment managements. 

③ Usability / accessibility 

Numerous households in need of welfare services are often barred from access due to the space-time accessibility or 

flawed eligibility standards. The Center will resolve these problems within the welfare delivery system and strive to 

expand service usability by working from the perspective of service recipients. 

The Moohandolbom Center will be in charge of overall management of services and resources for high-risk 

households, and in phases, absorb other general welfare functions such as providing information and supporting 

resident participation programs that are offered to the general public. Thus, the Center will endeavor to expand from 

being a welfare service for the marginalized groups to a service that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standard of living 

for all residents of the province.  

A general information network/online center will be established to narrow the information asymmetry gap between 

different regions and classes, a systemic coordination system will be in place to match private resources to welfare 

recipients, and there a thorough question and answer/registration guideline service will be offered to improve the 

service accessibility and satisfaction of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by public-private sectors and high levels of trust by residents will raise the competence of the 

community and reinforce its ability to voluntarily nurture human capital and physical resources. Communal spirit and 

sense of solidarity among residents are based on mutual trust, and these act as driving forces to enhance collaboration 

in improving the well-being of the community and solving common problems in the community. To make the most 

of this effect, new strategies will be formulated to apply human network projects where residents act as mentors 

offering academic/job-related/emotional support. In order to stimulate the role of the Unlimited Caretaker, there will 

also be greater support offered for training, various activities, and regional meetings. Additional efforts will also be 

made to encourage a culture of sharing among corporations through the improved environments and promotions. 

2) Case managers specializing in core needs will be expanded within the center, while coordination in various 

networks will be upgraded and expert case management will be established to take new approaches to various 

welfare needs. In the long term, the Center’s functions will be linked to the case management (by field, by recip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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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pecialist institutions, but the Center’s function is differentiated by its generalist, household-level case management.  

① Specialization / effectiveness 

The Moohandolbom Center should upgrade the specialization and effectiveness of its case management, based on 

the needs of beneficiaries and goals of the center. 11.6% of the recipient households to Ultimate Care projects have 

members within the household that are capable of working. In order to help such households, cash benefits will be 

coupled with measures to strengthen work motivation, job training, and employment centers. 

There are currently numerous job-related projects aimed at improving the autonomy and self-reliance of high-risk 

households, but due to the lack of customized services, the success rates of these projects are relatively low at 13.4%. 

Employment centers for the neglected classes are still relatively stigmatized, which means psychological and social 

barriers exist in the use of these institutions. Furthermore, simple counseling and job-matching are insufficient to root 

out the problem of unemployment. 

In order to address these shortcomings, the Moohandolbom Center will hire a job manager in charge of handling 

employment-related operations – such as job search, job consulting, job commission, capacity development, 

applica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 who will provide customized job-related services for each recipient. The 

Center will also provide better customized job-related case management and after-care management by building a 

strong network with local job centers, rehabilitation centers, employment centers, and social enterprises. 

The job centers commissioned by the Center will conduct additional assessment processes to gain a more thorough 

understanding, after which the case will be referred to rehabilitation, self-reliance, and job search programs. Other 

problems in the job-searching process will be coordinated and supported by the Moohandolbom Center case 

manager. Human capital training and utilization programs should be offered in order to help overcome fundamental 

weaknesses in marginalized groups and to provide a long-term solution to the unemployment problem. 

② Suitability /sustainability 

To prevent poverty from being passed down to the generations in the households, the Center will bring effective 

changes in the low-income high-risk households by offering multi-approach support systems. These services will not 

only offer financial assistance for current needs, but also coordinate self-reliance programs for unemployed members 

wishing to work, customized child care service for low-income households, lifelong education system aimed at 

improving human capital value of low-income groups, and capital asset management programs. Also, most of the 

recipient households to the Moohandolbom Center are facing instabilities in housing to which there is no quick fix. 

The problem compounds if it affects an entire family unit. Thus, the Center will install emergency support centers and 

family resting lounges in order to facilitate intervention in cases of crises. However, a separate housing-related welfare 

solution should be formulated to address the long-term problem of providing housing to high-risk groups. Through 

continuous intervention and professional case management, the Center will review the changing needs and service 

trends to ensure smooth flow in its services. 

III. Proposals for advancing customized integrated welfare delivery 

The main role of the Gyeonggi Moohandolbom Center is to offer an integrated service package featuring 

collaborative efforts in health, labor and educational services by utilizing its case management system on high-

risk households. The following changes are required to enable the Center’s function as the service manager and 

gatekeeper of regional welfare resources and services.

1. Enhanced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The current system is in dire need of reinforcing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The regional governments should be delegated the management authority for the central government’s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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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flexibility of the integrated social welfare management 

network so as to enable service sharing among private institutions within the regional network. For this end, the 

regional government should not be confined to its administration, coordination, and service purchasing functions as 

the case manager of high-risk households, but act as an active cooperative partner supporting the service provision by 

the private sector. 

Thus, the role of the Moohandolbom Center should be expanded as follow: First, the Center should take the role as 

the administrator responsible for delivery of central government’s social services, and take charge of expanding service 

coverage in terms of geographical scope and number of beneficiaries. Second, the Center should hold the gate-

keeping functions of central /metropolitan/regional government programs, to oversee distribution of regional services 

and resources and take charge of commissioning tasks to the appropriate institutions. 

Furthermore, the Center should be allowed to utilize the functions offered by the integrated service management 

agent dispatc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2. Integrated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provisions and services 
A screening and assess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regional government level, which allows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basic livelihood payments and case management operations by the Service Network Team and 

the unemployment benefit, job training program, and employment support operations by the Job Center. In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New Zealand, welfare provisions and employment services are under integrated 

management at institutions in the likes of the Job Plus Center and the Work & Income Center. This is not applicable 

to Korea, however, and local conditions dictate the use of a system where the Center takes charge of reviewing the 

provision operations handled by individual departments.  

For welfare provisions under the purview of the Unlimited Care policy,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hould be 

in place to utilize the operational functions at the Moohandolbom Center. An official in charge of Unlimited Care 

projects will be employed at the Center, and this official will be in charge of eligibility assessments and provision 

of welfare payments. When necessary, the Center should provide support in case management functions for the 

recipients of the Unlimited Care project. 

The Service Network Team, which is in charge of overall management of service provision, will be integrated into 

the operations of the Center. When the workload expands, the system may expand accordingly by adding new 

departments. 

Ultimately, the Service Network Team that manages the general service networks of all operations,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Moohandolbom Center and expand into new departments in line with the increasing workload. 

When conducting a general review on the support levels by reviewing information-sharing of various payments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calculation of appropriate payment levels per household, it will use a tier system according 

to individual budget or household incomes in order to enable service and payment support that correspond to the 

needs of the recipients. 

A tier system based on individual budget or household incomes should be established so as to allow an integrated 

review of provisions. This system will enable information-sharing on various payments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which will aid computation of appropriate payments per household and provide services/benefits that correspond to 

specific needs of the household.  

3. User-oriented service delivery system, coordination of health and welfare services
In order to form an effective cooperative system that merges the diverse case management networks (differing by 

field of specialization and recipient types) and institutional networks, the roles of each network and institution should 

be differentiated and organized in a coherent manner. 

The case management programs for the disabled, elderly, children, women, multicultural families, and mental health 

services should be organized in a systemic manner, by offering professional services corresponding to the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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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 of each recipient. 

The care management at the Moohandolbom Center should be differentiated by its all-inclusive role as a coordinator 

of various services, which involves overseeing of services in the individual as well as household levels. 

An integrated approach should be taken to coordinate the health and welfare needs, by coordinating the medical 

payment program with the operations of the Center and pursuing cooperative operational exchange with regional 

health providers. 

Furthermore, inspections on health and welfare needs should be comprehensive, involving active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sharing with the dispatched health officer.  

4. Establish local governance based on public-private-resident cooperation 

Community Welfare Committee are welfare associations that feature private-public collaboration under the Social 

Work Act. As such, partnerships with the Community Welfare Committee – to which a wide array of local welfare 

institutions are participating members – should be encouraged for its positive effect on striking a proper bal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roles and boosting the region’s welfare provision capacities in the long run. 

Aside from the Community Welfare Committee, resident participation programs – such as community services and 

volunteering activities – should be expanded through joint projects with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so as to boost 

the region’s autonomous capacities and vitalize informal networks. As community residents are capable of offering 

practical, informal aid to high-risk households, their participation should be secured to build a voluntary participation-

based communal welfare system where neighbors can refer new cases to welfare services and offer their own informal 

supports.  

Furthermore, a voluntary system that merges the public institutional functions with participation by the private sector 

and trust of residents will spawn a creative approach to developing human capital and physical resources, which will 

build a virtuous cycle that reinforces the community’s capacity and problem-solving competence. 

For instance, a human network project where residents act as mentors offering academic/job-related/emotional 

support will provide first-hand experience with communal spirit and solidarity to the participating residents. A system 

based on such mutual trust will act as a new driving force of change that alters the entire regional community by 

enabling greater collaboration in the pursuit of the community’s well-being and more effective problem-solving 

capa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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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Biography

요스타 에스핑 안데르센(Gosta Esping-Andersen) 교수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바르셀로나 폼페우 파

브라 대학교 사회인구통계학과 ICREA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가족 인구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데모소스 센터(Demosoc 

center)를 총괄하고 있으며, 트렌토 대학과 유럽 대학 및 하버드 대학에서 근무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1990)』, 『탈공업화 경제의 사회재단(1999)』 및 최근에 출간된 『불완전한 혁명(2009)』 등이 있다. 덴마크 로스킬드 대학에서 명

예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영국과 미국의 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이기도 하다.

Gosta Esping-Andersen (PhD, University of Wisconsin) is ICREA professor of sociology and demography at 

Universitat Pompeu Fabra in Barcelona. He directs the Demosoc center, specialized on family demographic issues. 

He has previously held positions at University of Trento, the European University, and at Harvard University. 

Important publications includ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1990),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1999) and, most recently, 'The Incomplete Revolution' (2009). He was awarded a doctor honoris causis 

at Roskilde University (Denmark) and has been inducted into the British Academy as well as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Gosta Esping-Ande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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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Biography

스벤 호트(Sven Hort)는 스웨덴의 린네 대학과 쇠데르텐(Södertörn)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스웨덴(아르키브와 룬드)

의 사회정책과 복지현황을 포함한 비교 복지정책에 관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마드렌 코코자(Madeleine Cocozza)

와 공저로 『국제복지국가의 이면–스웨덴의 아동 학대와 보호』(옥스퍼드 대학 출판사 발행)를 발간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국제적 경

향과 전망을 통해 아동복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는 루트리지와 테일러 및 프란시스 출판사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유럽사회학연합

회의 유럽사회학 저널지의 부편집장이기도 하다. 

Sven Hort teaches sociology at Linnaeus University and Södertörn University, Sweden. He is the author of numerous 

articles on comparative welfare policy including Social Policy and Welfare State in Sweden (Arkiv, Lund). Most 

recently he has contributed to Child Welfare – International Trends and Perspectives published by Oxford University 

Press: “The Dark Side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 Child Abuse and Protection in Sweden” (with Madeleine 

Cocozza). He is deputy editor of European Societies, a journal published by the European Sociological Association in 

cooperation with Routledge/Taylor & Francis.

Sven E O Hort  

Professor of Linnaeu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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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사회정책 세계화 전략

– 그리고 한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목차: 

1. 소개: 복지자본주의, 세계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2. 북유럽 복지모델의 역사

3. 북유럽 복지제도 개요

4. 북유럽 복지제도의 4대 핵심

5. 정치적 관점 혹은 통제 메커니즘

6. 전망: 현 위기에서의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동아시아

“1990년대 초, 북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임금의 소득대체율을 줄이고 공공 서비스 지출을 삭감했다. 

그러나 복지국가 개혁은 규제완화 개혁보다 훨씬 더 제한적인 것이었다… 시장-자유주의 사상보다는 예산상의 압박이 분

명 이러한 개혁의 주된 동기가 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경제가 다시 성장함에 따라 삭감되었던 지출은 다시 증가했다.”

요나스 혼투손 (Jonas Pontusson): “Once again a Model” 106 페이지 

소개: 복지자본주의, 세계화 그리고 2008년 가을의 금융위기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는 정부 개입, 그리고 그에 따른 복지국가정책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을 제고시켰다. 이처럼 은행과 금

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 그리고 실업률 증가와 사회 동요의 시기에 국민과 경제활동인구를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이 같은 아젠다를 이끌어냈으며, 결과적으로 이것은 적절한 형태로 경제성장과 사회정의가 공존하도

록 만들어주었다. 인구 문제는 복지정책의 일부로 아동 및 가족 친화적 정책을 포함한다  (‘양성평등’).  ‘복지자본주의의 세계’라는 

글에서 자주 사용되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식 그리고 스웨덴식 모델’ 혹은 ‘체제유형(regime type)’이라는 단어가 국제적으로 상당

한 관심을 불러모았다. 비록 이들 복지국가가 유럽의 주변부에 위치하지만,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복지 차원에서 뒤쳐지거나 주변

부적인 국가들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 나는 이전보다 더욱 ‘글로벌’해졌으나 동시에 여전히 지역적인 세계로 남아 있는 유럽의 일부인 스칸디나비아, 특히 ‘유

럽의 신세계와 구세계’의 맥락 안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서구 금융위기 시점의 북유럽 국가들과 그들의 사회적 모델을 살펴볼 것

이다(Therborn 2011; cf also Anderson 2009 and Rokkan 1999). 이를 위해 먼저 북유럽 국가들을 세계 인문지리적 차원에서 지리

를 소개할 것이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에 따른 전세계 경제 위기 이후, 아이슬란드 정부가 파산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

이다. 또한 아이슬란드를 북유럽 국가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분명 언어 및 역사적으로 이 지역과 관계가 있으

나, 지리적으로는 스칸디나비아로부터 바다너머 수 천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아마도 유럽의 극북(極北)보다는 그린란드 

그리고 캐나다와 더 가까울 것이다(Wade & Sigurgeirsdottir 2010). 스칸디나비아 혹은 북유럽국가가 유럽의 극북지방에 해당한다. 

남으로는 덴마크가 북독일 반도와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노르웨이, 중심부에는 스웨덴이 함께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형성한다. 동

쪽으로 스웨덴 맞은편에 핀란드가 있고, 그 사이에 발틱해와 뉴 발틱연합국가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위치해 있다

(라트비아는 2008년 9월 발생한 금융위기 당시의 또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사이에 위치한 발틱

해의 핀란드 만 동쪽 끝에는 현재 러시아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세력의 근거지이자 구소련의 수도였던 상트 페테르

부르크가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스칸디나비아 북부 지방인 노르웨이와 스웨덴 은 핀란드와 함께 시베리아 서부 지역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발틱해를 지나 더 남쪽으로 가면 폴란드, 독일, 덴마크가 있다. 이상은 세계화되었으면서도 지방분권화된 북유럽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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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활동 지역을 설명한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수백 년간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민족국가를 언급하지 않았는

데, 바로 대영제국 즉 영국이다. 대영제국은 수 세기 동안 지배세력으로 군림해 왔으며, 지금도 유럽 극북지방의 지방분권화된 지역

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지역의 주체들을 고려한다면, EU(유럽연합),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그리고 

미합중국 등 현재의 글로벌한 지역 활동주체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같은 주체들은 통상(通商)을 비롯한 다른 형태

의 인적 교류 및 의사소통을 통해 과거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서로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또 상호의존적임을 기억해야 한

다. 그렇다면 세계화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세계화의 현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점이다. 또한, 깊은 인적 유

대 외에도 강력하게 제도화된 유대도 존재한다. 베버리지식 복지국가는 20세기의 한때 우월한 복지 모델이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소련제국의 해체 그리고 ‘유럽’의 확대 및 심화로 주변 세계가 재편성되고 새로운 글로벌 체제가 도래함에 따

라, 복지국가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복지국가를 정의하는 메커니즘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대략적인 국민) 복지국가에 대해 지배력

을 행사하는 다양한 ‘기득권’에 의한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스웨덴식 혹은 스칸디나비아/북유럽식 복지모델은 사회에 기반을 두면

서도 정부가 중심이 되는 접근방식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더 분권화되었고 심지어 지난 수십 년 사이에는 다소 민영화되기도 했

다. 여전히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국가중심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이 복지모델은 사회에 깊숙하게 ‘내재’된 것으로 붕괴와 분열

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Alestalo et al 2010; cf also Olofsson 1999). 빠르게 성장하는 準도시산업경제의 도약 이후에는 교육, 보

건 및 생활보조금 등을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시스템이 다소 주변부적인 위치에 있던 오래된 민족국가에서 볼 수 있는 루터교 혹

은 개신교의 교회가 운영하던 부실한 구제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대체해 나갔으며, 새롭게 등장한 이 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아닌 세

속적인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잘 조직된 민간사회 세력이자 대중의 지지를 받는 사회대중운동에 의해 설립

된 것으로, 초기에는 정부의 국교신앙에 반대하는 자유사상가와 저가 주류 유통에 반대하는 금주가들이 운동의 주된 세력을 이루었

다. 그러나 점차 ‘자유노동자의’ 저렴한 임금노동에 반대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종국에는 자유(세계)시장에 반대하는 농부들도 여기

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군주, 귀족, 성직자와 관료 등의 기존체제(l´ancien regime)로부터 중앙정부를 탈취한 정복자들이었다

(Olsson-Hort 2001). 이처럼, 복지제도는 새롭게 출현한 대중민주적 제도의 일환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는 민족적, 지역적 

또는 종교적 소집단을 극소수 포함한 단일민족국가에서 등장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더욱 강력한 복지국가로 발전했지만 새로운 

사회세력이 복지제도의 일부로 편입됨에 따라 상황이 점차 바뀌어갔다. 이 제도와 배후의 세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머리말을 끝내기에 앞서, 2008년 이후 가장 최근의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적어도 2008년 9월말 이후 세계는, 적어도 서방세계

는 경기침체, 경기후퇴 또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불황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중이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물론 경제

위기의 심화 정도, 기간의 차이, 범위의 차이 정도(경기순환)가 될 것이다. 또한, 논문의 뒷부분에서 나는 우선적으로 북유럽 국가의 

하나인 스웨덴과 그 나라의 정치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2년 전인 2006년 9월, 스웨덴에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중도우파 연정 

내각이 구성되었는데, 이는 근대 스웨덴 역사에서 드문 사건이었다. 1920년의 민주적 쾌거를 이룩한 이후 9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

안, 70년 이상을 사회민주당이 집권해 왔다. 스웨덴 총리가 노동자계급운동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닌, 보다 우파 성향의 정당에서 선

출된 것은 주로 대공황 전인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반이었다. 따라서 통치능력을 의미하는 지배력에 있어 스웨덴 사민당은 자랑

할 만큼 인상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5년 전에 사민당은 야당이 되었고, 2010년 9월 선거에

서도 쓰라린 두 번째 패배를 맛보았다. 그리고 사실상 사민당은 더 이상 21세기의 국민 정당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비 사민당 출신 총리가 스웨덴 내각을 이끌었던 적은 단 두 번으로,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비 사민당 총리가 현재 내각을 장악하고 있다. 현정부는 집권 1기를 지나 아마도 2014년 9월에 끝나는 집권 2기까지 계속될 

듯 하다. 현정부는 과거에 스웨덴의 보수당 혹은 우파 정당이었던 중도당(Moderate party)을 중심으로 4개 정당이 연합한 연립정부

이다. 나머지 3개 정당은 중앙당, 자유당, 기독민주당으로 이들은 중도당과 함께 1991~1994년에도 내각을 구성했는데, 당시에 중도

당 출신이 총리가 되었다. 1994년, 1998년 그리고 2002년 선거 패배 후, 신자유주의를 열렬히 지지하던 중도당은 영국의 신노동당

의 노선을 따라 스스로를 쇄신했다. 모방을 통해 스스로를 쇄신하던 중도 우파는 전통적인 스웨덴 사회민주당을 다소 온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정당으로 재탄생 시켰으며, 동시에 다른 3개 정당을 앞지르는데 성공했다. 한때 우파 성향이었던 중도당

이 갑자기 중앙을 차지하고 세 개의 군소 정당이 그 양 옆에 자리하게 된 것이다. 2006년 9월, 중도당이 이끄는 동맹이 총선에서 승

리를 하면서 중도당이 성공적으로 스웨덴에서 정권을 잡았고, 그에 따라 복지국가 스웨덴을 관리하게 되었다. 취임을 앞둔 총리는 

선거 1주일 전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접근법은 새로운 시대의 맥락에 따라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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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복지모델의 역사

북유럽을 구성하는 4개의 민족국가는 모두 복지국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때로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모델로 통칭되기도 한다

(Esping-Andersen 1990; cf also Castles et al 2010). 특히 스웨덴이 이러한 컨셉에 잘 맞아떨어지지만, 나는 이것이 부적절한 명

칭이라고 생각하며, 그보다는 이 국가들을 리차드 티트무스(1974; cf also Kuhnle 2009)를 인용하여 제도적 복지국가 모델인 북유럽

의 ‘보편주의적’ 모델의 일부로 생각하는 편이다. 이 분야의 권위 있는 연구자 2인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 국가들은 모든 것을 ‘포괄

적으로’ 아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Korpi and Palme 2003).

이미 1913년에 보수 우파를 포함하는 정치세력 그리고 사회 세력이 거의 만장일치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를 구축했으며, 

1930년대부터는 노동자와 농부연합이 중앙정부의 근간을 형성했는데, 이는 전후 직후 시기의 복지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기반을 닦

아주었다. 1970년대에 스웨덴은 모든 성인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을 추진하고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양질의 교육, 의료, 사회 

서비스를 실시했다.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스웨덴 정부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10년이 넘

는 기간 동안, 남성은 물론 여성의 완전고용을 달성했으며(비록 여성의 경우 대부분 시간근무제였지만) 이것은 성적 특성을 반영해 

문명화된 방식으로 진행된 일자리복지였다. 그와 동시에 대규모 10개년 사회 주택건설 계획이 시내의 허름한 주택지역의 과밀인구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소외계층의 다수(집시와 일부 심각한 약물 남용자는 부분적으로 제외됨)는 물론이고 새로 편입된 이민자들

을 위한 저가의 적당한 주거지가 신규 교외지역에 출현했다. 복지의 탈제도화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을 배려하며 세밀한 것까지 관

리되던 자본주의가 바로 당시의 주도적인 사회세력과 운동이 희망해 왔던 이해관계자(stakeholder) 사회였다는 점이다. 세속적으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은 당연히 지속되었다. 당시는 아직 계급사회였지만 동성애 혐오가 사라져가는 반면, 성차별은 증가하고 

페미니즘이 다시 출현하고 민족분열이 천천히 시작되던 시기였다. 비록 정치적 분쟁이 지속되긴 하였으나 극북지방의 주민인 사미

(Sami)족은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었다(Olsson & Lewis 1995). 당시의 비교 복지국가 연구에서 이 국가모델은 

‘제도적’ 복지모델 혹은 체제유형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Olsson 1990). 간단히 말해, 스칸디나비아에서 베버리지식 보편주의와 사

회적 시민권은 근로 및 소득과 연동된 현금급여에 초점을 맞춘 비스마르크식 모델보다 앞선 것이었다(cf also Wilensky 1975). 스웨

덴은 나폴레옹 시대 이후 어떤 전쟁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평화 시에 구축 및 재구축되었으며, 이

것은 스웨덴에 있어 엄청난 행운이었다.

북유럽 복지제도 개요와 그 정치적 측면

스웨덴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듯 90년 동안에 70여 년을 주도했던 정치적 민주주의의 제도화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노동자계급운동

을 대표하는 총리가 집권했다(1920년, 1921~23년, 1924~26년, 1932~76년, 1982~91년, 1994~2006년). 따라서 이것이 다소 잘

못된 명칭이라 할지라도 이런 체제유형이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로서 알려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Esping-Andersen 1990; cf 

also Sassoon 1996). 사회민주당이 집권했던 12년의 기간(1994~2006년) 후에, 스웨덴이 전후 시대의 비 사민당 정권(1976~82년, 

1991~94년, 그리고2006년 당시)의 제 3기에 진입할 때, 스웨덴은 여전히 비교 복지국가 연구가 보여주던 전형적인 체제유형으로 

남아 있을까?

현재, ‘거대’ 복지국가는 출생 전부터 거의 사망 시까지 현물과 현금으로 서비스, 즉 복지를 제공한다. 비록 오늘날 서비스의 대부분

이 유명한 복지국가 청사진을 토대로 하여 1930년대 중반부터 만들어진 것이지만, 생애주기 관점에서는 인구 정책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Myrdal & Myrdal 1934). 대신, 유아기 정책을 포함한 가족 정책이 비록 가장 중요한 단일 정책 분야는 아

닐지언정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Myrdal 1969). 물론 성별 그리고 민족 ‘주류화’라는 반차별 정책과 교육, 환경, 보건, 주

택, 생활보조금, 일자리복지 정책 등도 복지국가 활동의 일부이다. 그러나 일례로, 최근 수 십 년 사이에 주택 정책은 정책 우선순위

에서 밀려났다. 대신에 장애, 대도시 그리고 사회 통합 등 다른 정책분야가 각광을 받아 왔다. 아동학대와 아동보호는 의견이 분분

한 정책분야로 남아 있다(Cocozza & Hort 2011). 또한 새로운 복지 전문가 및 중앙정부의 복지 관료 출현으로 복지국가가 확장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은 각종 정부부처와 정책분야를 통합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지향형 복지 혹은 ‘슘페터식 일자리/

근로복지’ 모델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꾀해 왔으며(Benner 1997), 특히 2006년에 구성된 새로운 비 사민당 동맹 정부는 슘페터식 

모델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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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복지제도의 4대 핵심 

이 국가 복지제도가 만들어진 지 약 1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복지제도는 4개의 기본 틀로 구성되어 있다.

(1)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임금근로자로 만들어 그들이 소비 및 납세를 하도록 만드는 일련의 ‘적극적인’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 ‘취

업 우선’ 혹은 ‘일할 권리’의 원칙 

(2) 주로 고령자를 위한 것이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실질소득이 전혀 없는 국민 외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 및 그 가족을 대상

으로 하는 보완적인 보편적 생활보조금 제도 – 연금 계획, 의료 및 실업 보험, 다양한 종류의 가족 및 육아 수당 

(3) 무상 혹은 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의 교육, 보건, 사회서비스 제도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제도(1-3)를 지탱하며, 기본적으로 공평과세 성격을 띠는 지방세 제도 

비록 조세징수제도를 비롯한 고용 및 사회보장이 전국을 아우르는 중앙 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 보건 그리고 개인

을 위한 여타 사회 서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약 310개의 지방 공공기관(헌법상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 지방자치단체

와 주 의회)의 관리 하에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복지서비스 관련 종사자들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모두 합치면 전체 

노동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새로운 민간 복지 사업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면서 이 제

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논문은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다루지는 않는다[다만, 독자들에게 26가지 유럽식 복지제도와 더불어 이 

제도를 완벽하게 설명한 슈베르트 외(2009)의 영어 번역판을 추천한다. 그리고 이 제도의 일부인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워커와 아스

팔터 판(2008)의 스웨덴 章에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추가로 다룰 부분도 남아 있다. 바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제도의 재분배 효과가 그것이다. 종종 거대 복지국가보다는 맞춤

형 복지제도가 재분배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스웨덴식 복지제도의 효과에 대한 조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

다. 거대 복지국가에서, 남녀간 그리고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또는 빈곤층에서 부유층으로 소득, 자원이나 부(富)의 일부가 이전될 

뿐 아니라 세대간 그리고 세대 내 이전이 다수 발생한다(Palme 2006). 재분배가 일어나는 광범위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특정 시점

의 구체적인 비율을 찾아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저기에서 복지 후원자와 수혜자, 패자와 승자 모두 복지제도의 효

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Palme et al 2010). 그렇지만, 복지제도의 보편성, 즉 거대하고 너그러운 복지국가에 대해 국민의 대

다수가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지지는 요동치던 1990년대에도 약화되지 않았다(Kumlin & Rothstein 2005; Svallfors 

2004).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이러한 삭감과 긴축의 시기에 경제 전문가와 정치 엘리트가 아닌,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 사이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

정치적 관점 혹은 통제 메커니즘

전후 초기에 탄탄하게 설립된 복지국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회와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 초반의 경기침체

로 복지국가의 사회문제 해결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상당히 성공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더욱 자주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가 성장

의 한계에 부딪힌 것일까? ‘그렇다’와 ‘아니다’ 모두 맞는 답이다.

1980년대에, 중앙 그리고 중도좌파 정당 지지자들은 복지서비스 전달에 대한 신 자유주의적 접근법을 외면했다. 그러나 중도당으

로 개명한 전 보수당은 사회민주당과 비교해 우파 성향을 지닌 야당 내에서 세력을 키웠고, 신자유주의 사상 또한 그 안에서 성장하

였다. 집권당 내에서도 노선의 변화가 가시화되었는데, 특히 베를린 장벽 붕괴와 발틱해 동쪽 연안에 위치한 새로운 민족국가의 출

현은 유럽에 대한 그들의 급작스런 입장 변화를 설명해 주었다. 1991년 6월, 스웨덴 정부는 사민당 내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심각한 

의견 분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스웨덴 중앙은행은 정부개입에서 더욱 벗

어나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사회민주당은 완전고용 대신 물가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그 결

과 노동조합 운동과 마찰을 빚었다.

1990년대 초반 경기침체기에 60년 만에 처음으로 중도 보수당 출신 총리의 지휘 하에 새로운 비 사민당 정부가 잠시 들어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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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당선된 정치지도자들은 ‘스웨덴을 위한 새로운 노선’을 고수했고, 이는 복지 기업을 위한 시장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신임총리

는 친 자본주의 세력을 대상으로 한 주요 혜택들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특히 자유당의 복지 보편론 탓이 컸으나, 복지국

가를 지지하는 중앙당과 신 사회보수세력인 기독민주당의 지지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 따라서 신임총리는 (한시적으로) 야당의 위

치에 있던 사회민주당과 초당적인 합의를 맺을 수 밖에 없었다 (“Postscript” in Olsson 1993).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의 비 사회민

주당 정부의 선택으로 공공 그리고 민간업자들 사이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지방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아웃소싱하고 개인 사회

보장 수혜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마도 주택 보조금이 철폐되어 국내 건설업계에 심각한 침체를 야기한 것이 가

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Carson 2005). 그렇지만, 복지국가의 재정문제는 계속되었고 1994년에 사회민주당이 현금급여 삭감을 포

함한 긴축 경제재건 정책을 들고나와 정권을 재탈환했다. 초기에 사민당은 긴축 정책을 중앙당과 공동으로 추진했으나, 사민당은 

후에 좌파, 그 중에서도 특히 1980년대 후반 처음으로 정권을 잡은 후 1994년 의회에 재입성하는데 성공한 녹색당과 연정을 추진

했다. 제도 변화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바로 앞서 서술한 새로운 연금제도다. 새로운 연금제도는 포괄적인 합의를 통해 형성

되었지만, 새로운 시장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에 있어 우파 성향 정치인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았다. 다른 변화는 

주로 중도좌파 정당의 지지로 이루어졌다. 중도우파 정당의 지지를 받든 혹은 녹색당과 좌익당 (전 공산당)의 지지를 받든 사회민주

당은 지속적으로 축소된 형태의 복지 제공을 고수해 왔다. 비 사회민주당 정부의 제 3기가 도래하면서, 중도우파 성향의 일부 지방

정부는 과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던 복지서비스, 특히 교육과 보건을 민간부문으로 넘길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Hort 2009 

in Schubert el at).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복지국가 건설 및 재건은 다양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각기 다른 사회적 위험과 

각기 다른 사회 분야를 목표로 했다. 일례로 고등교육 시스템의 확장,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 국외출생자와 최근에 정착한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더욱 중요한 정치 의제가 되고 있다. 대도시의 새로

운 교외지역 상황이 정치적 조치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회 문제로 정의됨에 따라 도시 정책도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복지는 여

전히 보편적 복지모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복지 정책은 점차 선별적이 되었다. 그렇지만, 제도의 허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사회

불평등이 가중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복지 안전망의 허술함이 보여졌고, 이는 시민사회단체와 협회가 다시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

었다. 공공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선단체가 그 역할을 대신 했다. 스웨덴 국교회는 인구의 약 60 %를 포함하는 최대규모

의 자원봉사 협회인 ‘자유’ 루터파 소속 스웨덴 국교회가 되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

스 외에도 청년층을 위해 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를 보완하고 있다. 노숙 문제는 구세군이나 루터파 스톡홀

름市 선교회와 같은 자선 단체들이 다루는 사안이 되었다. 다른 교회들도 심각한 약물 남용자들을 돕기 위한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

다. 전반적으로 비종교 자선단체 그리고 가톨릭, 그리스정교 및 이슬람과 같은 종교 기관의 중요성은 아직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

(cf Emami 2008; Papakostas 2008).

따라서, 스칸디나비아식 복지 국가 형성은 그 나름의 특징이 있다. 비스마르크식 접근법을 취한 인접국가 독일과는 대조적으로, 스

웨덴은 군주제가 아닌 부상하는 민주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사회 및 정치 세력이 사회 정책 제도와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었

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 보험이 생겨남에 따라 과거의 부실한 구제 시스템의 중요성은 점차 축소되었으며, 이후에는 교육, 보건 및 

의료에서 공공 서비스 분야가 생겨나게 되었다. 금주가(혹은 금주운동), 기독교 부흥운동가, 노동자들로 구성되고 대중의 큰 지지를 

얻은 사회대중운동이 복지국가 형성을 이끌었으며, 이후에는 사회자유당, 사회민주당, 사회보수당 내에서 정치 조직을 형성한 농부

들도 여기에 참여했다. 사회민주당이 농민연맹(훗날 중앙당)과 함께 중앙과 지방 정계에서 연정의 근간을 형성하여 사회 정책 발전

을 이끄는 동안, 노동조합과 고용주협회는 특히 1930년대부터 노동시장의 협력적인 참가자가 되었다. 또한, 사회민주당은 ‘국민 정

당’이 되어 1930년대부터 스웨덴 정계에 군림했다. 긴밀하게 연계된 노동자 계층의 노동조합 대표회의와 함께 사민당은 노동자계층

운동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이 대기업의 중앙집권화된 고용주협회를 통해서 노동조합운동과 대기업 사이에 형

성된 노동시장에 대한 합의의 배경이었다. 이후에 다른 전국적인 노동조합 또한 정계 및 정부 내에서 발언권을 갖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이들 단체들은 이 분야 내에서 정책 발전을 정의했다. 이후, 그다지 오래가지 못한 1990년대 초반의 비 사회주

의 연립정부(여기에는 중앙당도 포함)가 교육, 보건, 개인 의료 부분에서 과거에 공공부문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영화하기 위한 포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이 정부도 1990년대 초반의 위기에 맞서야만 했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재건하고 국가파산을 피할 수 있는 

초석을 놓은 것은, 바로 위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1996년부터1998년에 맺어진 사회민주당과 중앙당(과거 농민연맹) 사이의 협

력이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고용주들이 신 자유주의 아젠다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반면, 노동조합은 과거의 인심 후한 복지제도

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이런 충돌은 오래된 합의가 실패하면서 나타난 현상의 일부였다. 그러나, 물론 상당한 대가를 치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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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중도좌파는 바로 이런 의견 불일치로부터 승리를 거두며 당당하게 일어선 것이다. 정치적으로, 사회민주당과 중앙당은 전적

으로 비 사회주의 노선을 취했던 이전 내각이 거부했던 현금급여 삭감 등을 포함한 긴축 프로그램을 공동 집행했다. 정부 재정적자

의 추가적인 증가를 막고 견디기 힘든 부채 상환 시기이기에 대부분의 현금급여는 – 이전 소득의 90 %에서 줄어 – 약 15~20 % 

정도 삭감되었다. 1990년대 후반, 사회민주당은 보조금 수준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지만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는 인상하지 않았

다. 2000년대에는 사회 정책에 대한 더욱 많은 합의가 있었고, 비 사회주의 야당, 특히 전 보수당 – 중도 혹은 ‘신 중도’(심지어 ‘신 

노동자 당’ 혹은 ‘푸른 노동당’) – 은 자신들이 전에 취했던 신 자유주의 노선을 포기했다. 2006년 선거운동 기간 중, 야당은 기존 

복지제도의 여러 단점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이 제도를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정권 교체 및 2006년 9월에 신 중도당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4개 정당이 이룩한 연립내각 구성의 숨겨진 성공 요인 중 하나가 바

로 이것이었다. 중도보수당, 자유당, 중앙/농민당, 기민당의 ‘부르주아’ 연립정부(동맹)는 신뢰할 수 있는 복지 친화적 대안으로 등

장했으며 ‘취업 우선’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것이 연립정부의 사회 정책 전략이다. 또한 연립정부는 국제 정세의 움직임을 보다 심

도 있게 살피고자 세계화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가 발행한 20건의 보고서 중 일부는 복지에 관한 것이었다. 한 보고서는 자

유로운 인적 교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적 교류가 복지국가를 건강하고 활기 넘치게 하는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집권 초반의 호황기(2006~ 2008년)에는 복지제도 운영이 새 정부의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불황기에 나타나는 정부의 복지제도 운

영능력이 초반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2008년 9월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더 이상 장대한 세계화 전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사회복지도 사라지긴 마찬가지였다. 이후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시안적인 전술이 전략을 대신했다.

요약하면, 최근 금융위기 이전에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공공 시스템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공공부문이 지속

적으로 재원조달과 감독을 맡고 있으며,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1990년대부터 다양한 교육, 보건 그리고 기타 사회 

서비스 등의 복지 전달이 점차 민간부분으로 이동해 왔다. 따라서, 스웨덴식 모델은 변화하고 있지만 안정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변화와 동시에 요동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Rothstein 2011, cf also Olsson-Hort & Cohn 1995). 따라서 보편적 혹은 포괄적 복

지제도가 지난 수십 년간 어려움에 부딪혔을지언정, 글로벌 ‘신 자유주의로의 전환’ 에 완전히 자리를 내준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Hort 2005a). 또한,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련제국의 해체 이후, 스웨덴은 1995년에서야 간신히EU에 가입했으며 

복지제도에 있어서도 ‘EU의 원칙’을 따라야만 했다(Hort 2003).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지금도 이 제도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합

의를 했을 당시에 만들어진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Hajighasemi 2004; Rojas 2001). 다른 제도에 비해 스웨덴식 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경제위기 이후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더 잘 된 상태에 있을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스웨덴식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 수정, 고착 혹은 동면 상태에 놓여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현재의 혼재된 양상, 다가올 

큰 경기침체 혹은 불황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다. 현재 집권당인 스웨덴의 신 노동당이 이런 일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 위기의 시기

에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을까? 지금까지 스웨덴 정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스웨덴 중앙은행으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았고, 서방세계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에 참여함으로써 혜택을 누려 왔다. 이러한 노력을 세계화 전략(의 일부) 혹은 

글로벌한 사회 정책 도구로 묘사한다면 그것은 과장일 것이다.

전망: 현 위기에서의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화된 세상에 복지국가를 위한 미래가 있을까? 이것은 21세기에 들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cf Hansen, Hort, & Kuhnle 2007). 

어느 시기의, 또 어느 지역의 복지 국가가 모범적인 것일까? 스웨덴이 사실상 파산했던 1990년대 경기 불황기에 정치 및 사회 세력

에 의해 시작된 성찰의 시기 이후,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의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도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스웨덴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른 것일까? 아니면 특히 1990년대의 변화가 새로운 가공물을 창조하였고 그것이 미래 세계의 세력에 의해 근본적으로 

탈바꿈한 것일까? 

이와 같이 1990년대 초반에 나타난 스웨덴식 복지국가의 모습은 모범적인 복지국가를 옹호하는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과 낙담을 안

겨주는 것이었다. 비판자들은 복지 국가가 다양한 경제, 정치 및 사회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 주장했으며, 이러한 견해는 정치 엘리

트들을 비롯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대체로 옳다고 받아들여졌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모범적인 복지국가에게 있어서는 

실로 끔찍한 10년으로, 당시에는 실제로는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복지국가가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인 것처럼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1990년대에 국가 및 사회의 주요 계층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반면, 국민 대다수는 절대 그렇

게 생각하지 않았다 (Nordlund 2002). 그리고 모범적 복지국가를 전통적으로 옹호해 왔던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여성운동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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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부유한 노년층(grey panthers) 등의 새로운 유력 집단은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고 이에 저항했다(Stark 1997). 20세기 말, 소위 

말하는 신 경제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복지국가가 활기를 찾았다. IT 산업의 황금기가 저물어가고, 또 다른 금융(또는 산업)위기가 다

가오는 지금, 1990년대 초반에 제기됐던 문제에 관심이 점차 집중되고 있다.

제도적 복지모델은 1990년대의 위기와 감축을 견뎌냈으나, 엄청난 개선 혹은 적응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사실상 복지모델이 변형

되었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현재, 영리 목적의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비영리단체 및 전통적인 공공기관

과 경쟁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책임감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스웨덴에서, 국영 제약회사와 국영 주류유통시스템과 같이 정부가 

오랫동안 독점해 왔던 복지사업은 이미 시장화되었거나(제약) 혹은 시장화 단계 직전(주류)에 있거나 벌써 매각되었다(주류 생산 독

점기업, 앱솔루트). 게다가 보편성이 사라지고 대신 선별성(맞춤형 복지)이 증가했다(Hort 2000). 지금은 예전보다 축소되고 보장성

이 적은, 그리고 과거의 모델에 비해 훨씬 더 성장지향적 혹은 경쟁지향적인 복지 모델이 존재한다. 이 모델은 정책 목표로서의 완

전고용을 80 %의 유급고용과 4 %의 실업으로 묘사하는, 조금은 덜 문명화되고 덜 발전된 형태의 근로복지이다.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시민의 실제 삶에 개입하고 사회세력과 사회제도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개입하는 ‘거대한’ 복지 국가이다. 적어도 이

와 같은 복지모델은 세계화된 세상에서 춥고 어려운 시기를 어느 정도 버티게 해주었다(Hilson 2008; cf also Hort 2005b). 그렇다

면 서구의 금융 시스템 붕괴 이후가 복지국가에게는 호재가 될까? 지금이 투자은행뿐 아니라 ‘국민을 구제금융’할 때는 아닐까? 

2011년에 남유럽의 그리스가 이 같은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인간복지의 실질적인 측면에서, 대도시 지역의 노숙자 문제는 별 문제가 없었던 부유한 북유럽의 소비사회에서 거리의 빈곤이 재 

출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장 내 정신적 스트레스와 물리적인 어려움도 다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노

동조합이 아닌 고용주가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가졌다. 오늘날 순수한 개별 패키지가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다수의 직장 내 근로복지 프로그램이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보완해 주고 있다. 사회정의와 양성평등은 여전히 주요 공공정책 목표로 

옹호를 받고 있지만 사회적 ‘평등’(그리고 계급 없는 사회로의 이동) 같은 목표는 점차 희미해지거나 아예 사라졌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다양성(그리고 사회통합)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거주지 분리 혹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투쟁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은 더욱 분명한 주장을 갖고 점차 훌륭한 조직을 갖춰나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여러 

서비스는 여전히 느리게 확대되거나 개선되고 있다. 사회적 구성원의 측면에서 보면, 이민자협회의 전국적인 영향력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장애인과 은퇴자들이 벌이는 운동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 배후에 있는 사회세력과 

운동에는 아직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30년 전보다 훨씬 더 분열된 양상으로 이러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동성애자가 완전한 시민적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반면에 실업, 외국인 혐오 및 슬럼화는 복지국

가의 규범적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 요소로 간주된다. 국민 대다수는 EU 가입에 회의감을 품고 그저 상황을 방관할 뿐이며, 더 

나은 미래와 글로벌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전보다 확고하지 못하다.

시장이 주도하는 경쟁적 세상에서 이처럼 새로운 모습이 부분적으로 더해진 복지제도는 국가주의적이고 공산사회적인 스웨덴식 북

유럽 특성이 가미된 신자유주의로 특징지어진다. 세금 및 연금 제도의 합리화, 복지 서비스의 지방분권적 민영화는 이러한 운영 형

태를 잘 보여준다. 스칸디나비아식 복지모델은 블레어주의를 신봉하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결국 ‘사회적 유럽’이라는 맥락 안에 포

함되어 있다(Hilson 2008; cf also Therborn 2011 & 2006). 유럽의 국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유럽의 복지국가들도 변화하는 중이

다. 지금까지는 이런 ‘복지의 세계’가 사라지지 않았으나, 점차 유럽의 동쪽을 잠식해 가고 있다. 낙관적으로 얘기하자면 복지모델은 

고전적인 계몽의 세계 그리고 중세 이후 방랑하는 유럽인들을 사로잡았던 과거의 문명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Aidukaite 2009 & 

2004; Hort & Kuhnle 2008; Kravchenko 2008). 

그렇다면, 세계화의 현단계 그리고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도래는 어떠한가? 8년 전에 퀸러(Kuhnle)와 함께 쓴 글에서 주장하고 또 

2008년에 다시 출간된 글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사회보장 분야의 복지제도 건설로 특징지어진다 (see 

Leibfried et al). 보조금의 수준은 낮게 유지되었지만 보장범위는 늘어났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고용정책 또한 빛을 보게 

되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흘렀다. 2008년 가을 이후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지에서 새로운 금융 위기가 발생함

에 따라 무엇이 올바른 형태의 인간사회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되었다. 이런 범위 내에서라면 사회정책 실천가와 이론가

로 구성된 중심세력층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복지국가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정책 분석 및 수립에 관여하는 이들에게

는 자신의 의견을 갖고 일반대중에게 다가서는 것이 시대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비록 ‘새로운 시대의 맥락’이라는 것이 일견 두려

움을 주는 듯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세계화의 현단계에 있어 북유럽 사회정책 전략이 반드시 자리잡아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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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rdic Social Policy Globalization Strategy 

- and its relationship to Korea and other East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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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rdic countries reduced the income replacement provided by various social insurance programs and also cut 

spending on public services in the early 1990s, but reforms of the welfare state were far more circumscribed than 

the deregulatory reforms… Budgetary pressures rather than market-liberal ideas clearly constituted the primary 

motivation behind these reforms, and spending cuts were restored as economic growth picked up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Jonas Pontusson: “Once again a Model” p. 106 

Introduction: Welfare Capitalism, Globalization and the Fall 2008 Financial Crisi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late 2008 has contributed to a renewed interest in state intervention around the globe, 

and thereby also welfare state policy. Thus, it is not only the bail-out of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hat 

has driven this agenda, but also the possibility of the state protecting and enhancing its population and labour 

force in a period of growing unemployment and social unrest, thereby also facilitating a legitimate blend of 

economic growth and social justice. Demographic concerns have always been part and parcel of welfare policy 

including child- and family friendly policies (“gender equality”). Time and again, the “Nordic, Scandinavian and 

Swedish model” or “regime type” in the words of “th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has received considerable 

international attention. These cases are, in a global perspective, no peripheral welfare states, though still welfare 

states on the European periphery.

In this paper, I will try to situate the Nordic countries and their societal model in the context of the wider “global” 

but still regional world, Scandinavia as part of Europe, in particular “the New-Old World of Europe” at the time of 

the most recent Western Financial Meltdown (Therborn 2011; cf also Anderson 2009 and Rokkan 1999). Thus, let 

me first of all locate the Nordic countries, thus a kind of repetition of 101 Global Human Geography part Nordic 

countries. After the economic upheavals following the collapse of Lehmann Brother you are probably well aware of 

bankrupt Iceland as well, and as a Nordic country. However, Iceland is by language and history definitely related to 

this region but geographically it is far away, separated by Sea thousands of miles away from the rest of Scandinavia, 

perhaps closer to Greenland and Canada than to the Far North of Europe (Wade & Sigurgeirsdottir 2010). The 

Scandinavian or Nordic countries form the Far North of Europe. Denmark to the south is a north Germ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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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Norway to the west together with Sweden at the centre form the Scandinavian peninsula. Opposite Sweden 

to the east you find Finland, and in between you have the Baltic Sea and the new Baltic republics of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Latvia is another drastic evidence of the financial meltdown of September 2008.)  Eastwards at the 

end of the Finnish Bay of the Baltic Sea between Finland and Estonia you have the former Tzarist capital of Russia 

St. Petersburg where the modern Soviet Tzar Vladimir Putin has his base. Thus, the northern part of Scandinavia 

– Norway and Sweden – together with Finland you can also describe as the Western corner of Siberia. Further to 

the south following the Baltic Sea you reach Poland, Germany and then Denmark. Hence, I have given you the 

region where the Nordic countries operate in a globalized and regionalized world. So far, I have not mentioned 

the nation-state that for centuries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players in this part of the world: Great 

Britain or United Kingdom (UK). Britain as an empire ruled the waves for centuries and is still an important part of 

the regionalized globe of the Far North of Europe. Given the players of this geopolitical entity it is fair to add the 

current global-regional actors such as the European Union, NATO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addition, it 

is also fair to remind you that today as well as earlier they are heavily interconnected and interdependent through 

trade and other forms of human exchange and communication. Thus, globalization is not a new phenomena, it is 

only its present stage that makes a difference, important as this is. Moreover, there are strong institutionalised links 

as well as deep human links. The Beveridgean welfare state was for a part of the 20th century the welfare model 

par excellance.

With the redrawing of the world next door –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he break-up of the Soviet empire, and 

the enlargement and deepening of “Europe” − and the arrival of a new global set-up, what are the mechanisms 

that make a welfare state in one form or another still tick, and what are the mechanisms by which various “vested 

interests” exert control over the (more or less national) welfare state? The Swedish or Scandinavian/Nordic welfare 

model was from the start a society-based but state centered approach that gradually has become more and more 

decentralized and in the last decades even somewhat privatized. Still, it is a society-based but state centered 

approach truly “embedded” in society showing signs of disintegration and fragmentation (Alestalo et al 2010; cf 

also Olofsson 1999). The Lutheran or protestant church-administered poor relief system of the old semi-peripheral 

nation-state was, after the take-off of a fast-growing semi-urban industrial economy, step by step replaced by an 

encompassing social service system of education, health, and income maintenance run by secular local authorities. It 

was founded by well organized social forces outside the state – the popular social mass movements: initially the free-

thinkers against religious state monopoly, and the teetotalers against cheap liquor; later also the workers against 

“free” cheap labour, and at the end of the day the farmers against free (world) markets – who conquered the central 

state from the old regime (l´ancien regime) of monarchy, nobility, clergy and officialdom (Olsson-Hort 2001). Thus, 

the welfare system was set up as part of the emerging popular, democratic institutions in a country with a fairly 

homogonous population with only tiny ethnic, regional and/or religious minorities. All these parameters changed 

gradually during the early post-war period when the welfare state was built up but new social forces became part 

and parcel of the this system. I will come back both to the system and the forces behind later on.

Before I end these introductory remarks, let me turn to the most recent present from 2008 onwards. At least 

since late September 2008 the world – or at least the Western world – is rapidly on its way towards a recession, 

a downturn, or in a worst-case scenario, a depress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of course the depth of 

the economic crisis, maybe also the length or its endurance in time and space (the business cycle). Moreover, in 

the pages to come I will focus primarily on one Nordic country, Sweden, and its statecraft. Two years earlier, in 

September 2006, Sweden for the first time in 12 years got a right-of-centre coalition cabinet. Such governments are 

rare in the history of modern Sweden. Since the democratic breakthrough in 1920, Social Democracy has been at 

the helm for more than 70 years out of 90. It was predominantly during the period before the Great Depression, 

the 1920 and early 30s, that the Prime Minster of Sweden was chosen from a political party to the righ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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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of the working class movement. Hence, it is no exaggeration to state that in terms of governability, the 

ability to govern, Swedish Social Democracy has an impressive record to refer to. Since five years ago this party is in 

opposition, however, after a severe second election defeat in September 2010. Actually, it seems as if this party is no 

longer the national party of the 21st century.

During the post World War II period, it was only during two brief interludes that Swedish governments was headed 

by such PMs. And, again for a third period, which not only includes the first fixed period of this cycle but most 

likely until the end of the second fixed period, September 2014. The present government is an Alliance, a coalition 

consisting of four parties dominated by the Moderate party, formerly the Conservative or Right party of Sweden. 

The other three are the Centre, Liberal and Christian Democratic parties. Together with the Moderates, these 

parties also formed a government during the period 1991-94, also with a Moderate as PM.  After failing in the 

elections of 1994, 1998 and 2002, the Moderates, once a part of the diehard neoliberals, remade themselves along 

the lines of British New Labour. Remaking themselves through a simulacrum, the Moderates to the Right invented 

a softer still more demanding version of traditional Swedish Social Democracy, and managed to get the other three 

parties in the middle behind their approach. All of a sudden, the once right-wing Moderates appropriated the 

middle ground flanked by three smaller parties to their right and left. In a bid for power in the general election 

of September 2006, this Allianc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oderates successfully grabbed political power in 

Sweden and thereby became the custodian of the welfare state. Their approach was, to quote the incoming PM 

one week ahead of election-day in the Financial Time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Nordic Welfare State, but 

putting it in the context of a new era” (Sept 12th 2006).  

The History of the Nordic Welfare Model

The four nation-states that constitute the core of the Nordic states are all very well known welfare states, and are 

often lumped together as the Social-democratic model welfare state (Esping-Andersen 1990; cf also Castles et al 

2010). Although in particular Sweden fits neatly into this concept, I think it is a misnomer. I prefer to think of them 

as part of a Nordic “universalistic” model, an institutional welfare state model to quote Richard Titmuss (1974; cf 

also Kuhnle 2009). They are “encompassing” to quote two other established researchers in this field (Korpi and 

Palme 2003).

Already in 1913 a universal pension system was established almost unanimously by the political and social forces 

including the conservative right, and from the 1930s, a coalition of workers and farmers formed the basis of 

national government that paved the way for further enlargement of the welfare system during the early postwar 

decades. In the 1970s, Sweden was on the road towards guaranteed basic income for all grown-ups with high 

quality educational, medical and social services to most residents. Few were left behind although it was always 

possible to point at pockets of poverty. For more than a decade, full employment had been achieved for men 

as well as for women (though mostly part-time in the latter case) – a civilized version of gendered workfare. 

Simultaneously a major decade-long social housing program had wiped out overcrowding in dilapidated downtown 

housing areas and provided affordable and decent shelter in the new suburbs also for the newly arrived migrants as 

well as the majority of the marginalized few (gypsies and some heavy substance abusers though partly excluded). De-

institutionalization of caring meant that a managed capitalism with a human face was the hoped for – stakeholder 

– society among the dominant social forces and movements of the time. Belief in a worldly better future was as yet 

unbroken. Still, it was a class society where homophobia was on decline while gender divisions were increasing, the 

reappearance of feminism, and ethnic cleavages slowly emerging. Even the population in the Far North, the Sami, had 

got their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cognized though not without – continuing – political conflicts (Olsson & Lewis 

1995). Within comparative welfare state research of the time, this national model became known as the “i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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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model or regime type (Olsson 1990). In a nutshell, in Scandinavia Beveridgean universalism and social 

citizenship rights preceded Bismarckian focus on work- and earnings-related cash benefits (cf also Wilensky 1975). It 

is a welfare system that has had the great fortune to be built and rebuilt under peaceful conditions throughout its 

history, as in this case Sweden has not been directly involved in any war since Napoleonic times.

An Overview of the Nordic Welfare System and its Political Dimensions 

For most of the years aft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democracy, as mentioned 70+ out of almost 90, 

Sweden has had a representative of the working class movement at the helm of the cabinet (1920; 1921-23; 1924-

26; 1932-76; 1982-91; and again 1994-2006). Thus, although it is at least partially a misnomer, it is no coincidence 

that this regime type is known as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Esping-Andersen 1990; cf also Sassoon 1996). 

After another twelve years of Social Democrats at the helm (1994-2006), is it still the archetypical regime type of 

comparative welfare state research when it enters the third phase – 1976-82; 1991-94; and as of 2006 – of non-

social-democratic rule during the postwar era?

Currently the “big” welfare state provides services in kind and cash before the cradle and almost to the grave. In 

a life cycle perspective, population policy is no longer a label in use although the majority of present-day services 

were outlined in a famous blueprint for welfare state from the mid 1930s (Myrdal & Myrdal 1934). Instead, family 

policy including early childhood measures is a top priority although in no sense the sole prime policy area (Myrdal 

1969). Also education, environment, health, housing, income maintenance and workfare policies are part and 

parcel of welfare state activities as is the anti-discriminatory promotion of gender and ethnic “mainstreaming”. 

However, in recent decades priorities have shifted away from for instance housing policy. Instead, other 

policy areas such as disability, metropolitan and social integration have seen the light of day. Child abuse and 

protection remains a contested policy area (Cocozza & Hort 2011). The enlargement of the welfare state is also 

reflected in the construction of new central welfare bureaucracies as well as the emergence of new welfare state 

professions. Attempts have been made to integrate hard and soft ministries and policy areas in order to increase 

competitiveness and promote a more growth oriented welfare or “Schumpeterian workfare” model (Benner 1997). 

Not least the new non social democratic Alliance government of 2006 is encouraging the latter approach.

The Four Pillars of the Nordic Welfare Systems  

Today, roughly a hundred years after the foundation of these national welfare systems, they consist of four basic pillars: 

(1) an array of “active” state labour market “measures” to make all and everybody in the working age cohorts 

wage-earners and thereby also consumers and tax-payers – the “work first” or “right to work” principle; 

(2) a supplementary universal income maintenance system – pension programs, sickness and unemployment 

insurance, various family and child benefits  – mainly for the elderly but also for working age grown-up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ose with unstable or no market incomes; 

(3) free or highly subsidized national systems of education, health and social services; and, finally, 

(4) all these systems (1-3) supported by a basically non-corrupt domestic tax system. 

Although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as well as the tax collection system are run by nation-wide central state 

agencies, the bulk of the welfare system – education, health and other personal social services – are under the 

auspices of roughly 310 local public authorities (municipalities and county councils, constitutionally on equal status). 

Thus, most people working for the welfare services is employed by local government, and taken together they 

consist of almost a third of the labour force. The latter is, however, a system under fragmentation as new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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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entrepreneurs more actively have entered the field in recent years. In this paper, I will not go into the 

details of this system. [I can only recommend the reader the English edition of Schubert et al (2009) where a full 

description of this system is delivered together with 26 other European welfare systems. And for a detailed account 

of one part of this system, the Swedish pension system, see also the chapter on Sweden in the book edited by 

Walker and Aspalter (2008)].

One further point should be added, though: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welfare system are contested terrain. 

Time and again it has been argued that a targeted welfare system is more redistributional than a big welfare state. 

Research into the outcome of Swedish efforts point in the opposite direction. In the big welfare state, there is a lot 

of inter- and intragenerational transfer going on as well as some transfer of income, resources and wealth between 

the sexes, and from rich to poor as well as, in the latter case, in the opposite (Palme 2006). Given the largess 

of redistribution, it is almost impossible to sum up its specific ratio at a given point in time. Here and there, its 

efficiency is questioned by beneficiaries as well as by benefactors, by winners as well as by losers (Palme et al 2010). 

Still, there is a strong support among the great majority for the universality of the system, i.e. the big and generous 

welfare state, and this support has not weakened during the turbulent decade of the 1990s (Kumlin & Rothstein 

2005; Svallfors 2004). Rather the contrary, during this period of cutbacks and retrenchment, support for universal 

programs grew among the great majority of the population, if not among the economic and political elite.  

The Political Dimensions or Controlling Mechanisms

The welfare state that was firmly established in the early postwar decades gradually approached new opportunities 

and impediments, and with the economic recession of the early 1990s its capacity to solve societal problems came 

into question. Despite rather successful adaptations to new circumstance the question whether it had become a 

problem rather than a solution was more often heard. Had the welfare state reached its limits to growth? The 

answer is yes, and no.

Throughout the 1980s, the neo-liberal approach to the delivery of welfare services were rejected by the electorate 

through the centre and left of centre parties. However, the former Conservative renamed Moderate party grew in 

strength within the opposition to the right of Social Democracy, and within it neoliberal ideas. Also within the governing 

party a change of course was visible, in particula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 the emergence of new neighboring 

nation-states on the Eastern shores of the Baltic Sea, were the background to the swift change in the attitude towards 

Europe. In June 1991, the Swedish government applied for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although the Social 

Democratic party internally was severely split on this issue. Furthermore, the Bank of Sweden became more independent 

of government to pursue monetary policy.  Social Democrats at the start of the 1990s made fighting inflation a top 

priority at the cost of full employment thereby causing a rift with the trade union movement. 

When a new interlude of non-social democratic government, this time under a Moderate-Conservative PM, the first 

in 60 years, occurred during the Great recession of the early 1990s, a “new course for Sweden” opening up a market 

for welfare entrepreneurs was staked out by the incoming political rulers. However, the new PM had to abandon 

major concessions to pro-market forces particular due to the welfare universalism of in particular the Liberal party 

but with support from other pro-welfare state supporter such as the Centre party and the new social-conservative 

Christian Democratic party, and instead make a bipartisan agreement with the Social Democrats in (temporary) 

opposition (“Postscript” in Olsson 1993). However, the non-social democratic government of the early 1990s opened 

up for more competi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providers, and made possible for local authorities to provide 

vouchers to individual beneficiaries as well as to opt for out-sourcing of services. Most important perhaps, housing 

subsidies were scrapped causing a major downturn in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Carson 2005). Nevertheless, 

the financial problems of the welfare state continued and in 1994 the Social Democrats return to power on a t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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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ruction program including cuts in cash benefits. This belt-tightening was carried out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e party although the Social Democrats later on sought new coalition partners to the left, in particular the 

Green party, which had managed to re-enter Parliament in 1994 after a first début in the late 1980s. An important 

example of system change is of course the new pension system described above which was achieved by a broad 

consensus though tilting towards the right of the political spectrum as it opened up for new market initiatives. 

Other changes have mainly been done with the support of the centre-left parties. Whether with the support of the 

centre-right parties, or the Greens and the Left party (former Communist party), the Social Democrats have stuck to 

its slimmed down version of welfare provision. With the advent of a third non social democratic government era, 

several right-of-centre local authorities have taken the opportunity to further outsource previously public welfare 

services, education and health in particular (Hort 2009 in Schubert el at).

Throughout the 1990s and early 2000s welfare state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has taken place at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and aimed at different social risks and categories. The expansion of the upper level or 

tertiary educational system is one example, another is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services to the disabled.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born and recently arrived migrants is moving up on the political agenda. Urban policy has 

got more attention as the status of the new metropolitan suburbs has been defined as a social problem in dire 

need of political action. Welfare policy has become more selective though it is still a universal welfare model. 

However, the loopholes in the system have become more apparent. The stitches/meshes in the welfare safety 

net have created space for a retur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at a time of increasing social 

inequalities. Charity has got a role were public authorities have abdicated. The State Church has become the “free” 

Lutheran Swedish Church, the largest voluntary membership association in the country with some 60 percent of 

the population within. In most municipalities, its welfare services to the youngest as well as to the oldest and most 

disabled supplement public services. Homelessness has become a matter for philanthropic organizations such as the 

Salvation Army and the Lutheran Stockholm City Mission. Other churches make an effort to help for instance heavy 

substance abusers. Overall, the importance of such outlets as the Catholic, Orthodox, and Islamic as well as non-

religious voluntary associations has not yet been researched enough (cf Emami 2008; Papakostas 2008). 

Hence, the making of the Scandinavian welfare states has its own peculiarities. In contrast to neighbouring 

Bismarckian Germany it was not the monarchical state but the new social and political forces of the emerging 

democratic industrial-capitalist society that came to make its imprint on the social policy institutions and programs. 

The old poor relief system gradually became marginalized with the set-up of various branches of social insurance, 

later also a public service sector in education, health and care. At the forefront of the construction of the welfare 

state were the popular social mass movements of teetotallers (or the Sobriety movement), Christian revivalists and 

working people, later also farmers, politically organized in social-liberal, social democratic and social conservative 

parties. In particular from the 1930s trade unions and employer associations became crucial cooperating players on 

the labour market, while the Social Democratic party together with the Farmer´s League (later the Center party) 

formed the backbone of government coalitions on the central as well as local levels thereby taking the lead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Moreover, the Social Democratic party became the “national party” which has 

dominated Swedish politics since the 1930s. Together with the closely affiliated bluer-collar Trade Union Congress 

(LO) they became dominant within the working class movement. This was the background to the consensus 

established on the labour market between the union movement and big business through the latter´s centralized 

employer association. Later on also other national trade unions got a say in politics and public life.

Until the late 1980s these organizations defined policy developments within this field. Later, it was the rather 

short-lived non-socialist coalition government – including the Center party – of the early 1990s that opened up 

for the privatization of previously public services in the field of education, health and personal care. Initiall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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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lso had to confront the crisis of the early 1990s. However, it was the cooperation between the Social 

Democratic and Center (earlier Farmer´s League) parties during the most crucial years of the crisis – 1996-98 – 

that paved the way for a remaking of the welfare state and avoiding national bankruptcy. While the organized 

employers favoured an outright neo-liberal agenda the trade unions became ardent defenders of the old and more 

generous welfare system. This clash was part of a breakdown of a long established consensus but for a long time 

it was the left-centre that came out of this dissensus victoriously, though at a price. At the political level the Social 

Democrats and the Centre parties jointly administered an austerity package including cutbacks in cash benefits that 

its purely non-socialist predecessor cabinet had abstained from executing. Most cash benefits were decreased by 

some 15-20 percent – down from in many cases 90 percent of previous earnings – to avoid further public deficits 

and at the time being intolerable debt payments. In the late 1990s the Social Democrats again started to raise 

benefit levels but not to former levels. During the first decade of the 2000s there is more of a consensus in social 

policy and the non-socialist opposition, in particular the former Conservative party – the Moderates or “the new 

Moderates” (even the “new worker´s party” or “Blue Labour”) – has abandoned its former neo-liberal approach. 

In the run-up 2006 election the opposition criticized various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welfare system while 

simultaneously promising to more or less keep it as it was. 

This is one key element to the success behind the shift of government and the formation in September 2006 of 

a new four-party coalition cabinet dominated by the new Moderates. The “bourgeois” coalition – the Alliance – 

of Moderate Conservatives, Liberals, Center/Farmers and Christian Democrats became a trustworthy pro-welfare 

alternative emphasizing the “work first” principle. This is its Social Policy Strategy. It also set up a Globalization 

Council to promote further investigations into the working of global affairs, which produced some 20 reports, a few 

of them on welfare. In one of these reports stressing the role of the free movement of peoples as an instrument to 

keep the welfare state well and alive was stressed. Overall, during the economic boom of its first years in power – 

2006-2008 – managing the welfare state has characterized the new government. At the start, its ability to run the 

system in hard times was not really tested. Since September 2008, this is no longer the case, and there is no Grand 

Globalization Strategy in sight, especially not as regards social welfare. It is more of a day by day tactic continuing 

for more than three years.

To sum up, before the most recent financial meltdown the Swedish welfare system was basically a public system 

and it will most likely remain that way for the years to come. However, while the financing and supervision have 

continued to be public, since the 1990s the delivery of various educational, health and other social services has 

gradually become more privatized although they are still predominantly publicly delivered. Thus, the Swedish 

model is both changing and stable, moving and shaking (Rothstein 2011, cf also Olsson-Hort & Cohn 1995). Hence, 

it is fair to say that this universal or encompassing welfare system in recent decades has been challenged but 

not completely overmastered by the global “neo-liberal turn” (Hort 2005a). Moreover, after the fall of the wall 

and the break-up of the Soviet empire, Sweden became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only in 1995, and its 

welfare system had to comply with the “accie communitaire” (Hort 2003). Still, it remains firmly situated within the 

confluence of its founding moment according to its friends as well as to its foes (Hajighasemi 2004; Rojas 2001). 

Maybe it is better prepared than the rest of the crowd to approach the new, post-meltdown, era? Nevertheless, 

there are questions to be raised as to what extent it is under fundamental transformation, modification, petrifying 

or hibernation. There are also questions related to the present conjuncture, the upcoming great recession, or 

depression: is the New Labour of Sweden, the present government, prepared for such an event. Does it have the 

clout to govern in a period of crisis? So far, with a little help of the independent Bank of Sweden, the government 

has benefited from participating in the joint efforts to overcome the present Western financial crisis. To present the 

latter as (part of) a Globalisation Strategy or a Global Social Policy Device would be an exagg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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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Scandinavia and East Asia during the Present Crisis

Is there a future for the welfare state in a globalized world? This is a crucial question of the new Millenium (cf 

Hansen, Hort, & Kuhnle 2007). Where is the model welfare state standing, in time and space? After a period of soul-

searching, initiated by political and social forces during the 1990s Great Recession, when it was virtually bankrupt, 

but with visible roots in the international, neo-liberal challenges of the late 1970s and early 80s, is it back on track? 

Or have the changes during the 1990s in particular given rise to a new artefact fundamentally transformed by the 

forces of the world to come? 

The fate of the Swedish welfare state in the early 1990s, thus, was discomforting and discouraging for many 

advocates of the model welfare state. Its critics argued that the welfare state was the main factor behind a number 

of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problems and this opinion tended to be the received wisdom among academic 

economists as well as the political elite. Thus, to paraphrase the Ukainian Queen, this was the Decennium horribile 

of the model welfare state, which was blamed for almost everything, however remote the connection. But while 

this view was widespread in important echelons of the state and society in the closing decade of the 20th century, 

it was never fully accepted by the great majority of the population (Nordlund 2002). Moreover, it was resisted and 

rejected by new powerhouses such as feminist activists, trade unionists and grey panthers linked to more traditional 

defenders of the model welfare state (Stark 1997). At the end of the decade, the welfare state also gained 

momentum with the sudden advent of the so-called new economy. Now that the IT-Vikings have left the stage, 

and another financial – and industrial? – collapse is approaching, the questions of the early 1990s are gradually 

reclaiming attention. 

The institutional welfare model has withstood the crisis and cutbacks of the 1990s but not without significant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Indeed, it is probably fair to say that it has been transformed: at present, there is 

a silent surrender of public responsibility as for-profit private providers have entered the scene competing with 

non-profits and traditional public ones (Gilbert 2002). In Sweden, old state welfare monopolies such as the State 

Pharmacy Company and the National Liquor Retail System are either already marketized (Pharmacies) or on the 

verge of marketization (Liquor), or have been sold-out (Liquor Production Monopoly, or Absolut). Furthermore, 

selectivity – targeting – has increased at the expense of universality (Hort 2000). It is a slimmed down, less security- 

and more growth or competitiveness-oriented version of the old model that exists today. Thus, it is a slightly less 

civilized version of workfare where full employment as a policy goal is redefined as four percent unemployment 

with 80 percent gainfully employed. In comparative perspective, it is a “big” welfare state intervening in social 

relations between the social forces and social institutions of society as well as in the actual lives of its citizens. At 

least to some extent this welfare model has succeeded to over-winter in a globalized world (Hilson 2008; cf also 

Hort 2005b). Maybe it is springtime for the Welfare State after the meltdown of the Western financial system? Is 

it time to “bail out the peoples”, not only the investment banks? During 2011, Greece is a troubling example in 

Southern Europe.

In terms of actual human welfare, homelessness in the metropolitan areas bears witness of the return of open 

poverty in an otherwise affluent Nordic consumer society. At the workplaces, mental stress and physical hardship are 

again major concerns. On the labour market, the employers have the upper hand, not the trade unions as during 

most of the second part of the 20th century. Still, there are many occupational welfare schemes that compliment 

the public ones although purely individual packages are more common today than yesterday. Social justice and 

gender equality are still upheld as major public policy goals while social “equality” – or a move toward a class less 

society – is toned down or absent. Rhetorically, diversity – and social inclusion – is gradually being promoted and 

residential segregation – or social exclusion – fought against. Likewise, disabled people have become more vi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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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ell organized, but various services intended for such groups are still gradually broadening and improving. In 

terms of social actors, the movements of disabled and retirees are more powerful than before while the national 

influence of the associations of ethnic immigrants is still in its infancy. Hence, the social forces and movements 

behind the welfare state are still significant but also much more divided and fragmented than thirty years ago. 

However, gays and lesbians are on the road towards full citizenship rights but unemployment, xenophobia and 

ghettoization are considered major threats to the normative foundation of the welfare state.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is looked upon with great skepticism among the great majority of the population and belief in a 

better future global world much more uncertain. 

In a market-driven competitive world, this partly-new welfare system is characterized by a neo-liberalism with 

an etatist and communitarian Swedish-Nordic accent. The rationalizations of tax and pension program, and the 

decentralized privatizations of welfare services are typical example of this mode of operation. The Scandinavian 

welfare model is situated – and hibernates – within the context of “Social Europe” whether blairite or not (Hilson 

2008; cf also Therborn 2011 & 2006). The borders of Europe are in flux, and so are its welfare states. So far, this “world 

of welfare” has not disappeared but is gradually encroaching eastwards, in an optimistic endnote, towards the 

world of classical Enlightenment but also to the old civilizations that had preoccupied the minds of the travelling 

Europeans since, following the chronology of this part of the world, the Middle Ages (Aidukaite 2009 & 2004; Hort 

& Kuhnle 2008; Kravchenko 2008). 

Thus, what about the present stage of globalization and the coming of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As was 

argued in an article with Kuhnle published eight years ago and republished in 2008, East and Southeast Asia has 

been characterized by welfare institution-building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see Leibfried et al). Coverage 

increased while benefit levels remained low. After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lso employment policies saw 

the light of day.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at crisis. Since the fall of 2008 a new financial meltdown with its 

centre at the heart of the global system has again raised questions regarding a proper design of human society. It 

is within these parameters that the welfare state will become of interest far outside the inner circles of social policy 

practitioners and theorists. This is also the contemporary challenge for those involved in public policy analysis and 

making, to reach out with their voices to the public at large. This is where the Nordic Social Policy Strategy ought to 

stand in the present stage of Globalization but the “context of the new era” seems frigh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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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Biography

수 자비스(Sue Jarvis)는 현재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아동청소년가족국 서비스센터에서 수석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우수한 전문 

사회복지사이다. 아동청소년가족국 서비스센터는 0~17세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법정 관리와 보호 및 청소년 재판과 입양 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지난 17년 동안 수 자비스는 복지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재판 사회복지사, 가족 그룹 회의 코디네이터, 입양 주선자, 관리와 보호 및 

청소년 서비스의 책임자와 실습 담당자, 웹사이트와 운영 관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녀는 

교육 혜택과 사회복지, 감독, 지도력 및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술도 습득할 수 있다. 

수 자비스는 일선의 사회복지사 직원에게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을 이끌고 있으며,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오클랜드 전역에 새로운 가족 주택 마련하기

• 도우미의 채용 및 훈련

• 아동 범죄자와 그 가족을 위한 멀티 치료시스템 운영

• 원주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 지원

• 행동 장애아동과 청소년 관리를 위한 도우미 지원

• 아동과 대화하며 팸플릿 만들기

• 부모와 자녀의 상호 치료요법 소개

그녀는 아동보호정책을 개선하고 사회 봉사단체와 함께 지도력을 개발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Sue Jarvis  

Operations Manager of Child Youth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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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 is a qualified social worker, currently working as a senior manager in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 Auckland, 

New Zealand. Child, Youth and Family provides statutory care and protection, youth justice and adoption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ged 0 – 17.

 

Over the past 17 years Sue has had the opportunity to work in a number of different areas and roles within this 

organisation, including as a Youth Justice Social Worker and Family Group Conference Coordinator, Adoptions, 

Care and Protection and Youth Services Supervisor and Practice, Site and Operations Manager. These have provided 

her with learning opportunities and the chance to develop new skills in social work, supervision, leadership and 

management.

 

Sue has led a team who provide a diverse range of services to frontline social work staff. Recently her team has:  

reopened Family Homes throughout Auckland, recruited and trained caregivers, use Multi Systematic Therapy 

to work with child offenders and their families provided support to social workers to work with Pacific families  

worked with caregivers on manag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difficult behaviour, created a pamphlet on 

talking with children and introduced Parent Child Interactive Therapy. 

 

Sue is passionate about improving the outcomes for children in care and developing leadership with social service 

organi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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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441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201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정된 거주민 수). 

인구의 23%(102만 명)가 17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서 청소년 복지부(Child, Youth and Family 또는 CYF)는 이들을 위해 활동

하고 있다. 

대상 인구

마오리 원주민은 뉴질랜드 인구의 총 14.6%(2006년 인구조사)로 추정되며, 이 중 약 절반이 아동 및 청소년이다. 우리는 마오리 원

주민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데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적합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개발부(MSD)

사회개발부는 정책, 서비스, 기업 지배구조와 리스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제공 서비스

청소년 복지부(CYF) – 지역 및 서비스 

청소년 복지부는 0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보살핌과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 내 단일 사회복지사 고용처로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1,300명의 사회복지사와 전문가 중에는 아동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 증거조사관 및 법률 자문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많은 직원들이 일선에서 활동중인 사회복지사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약 3,000명에 달하는 직원 모두가 가족과 양육자를 지원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8개의 일선 사무소에서 사회사업을 펼치고 있다. 

8개의 거주 시설에는 위험에 처하거나 소년법원에서 가택구금형을 받아 감독을 요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머무른다. 

국가 사무소는 웰링턴에, 국가연락센터는 오크랜드에 소재하고 있다.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정부 및 비정부단체가 제공하는 아래와 같은 포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 1차 보건 진료와 같이 보편적이고 모든 재정이 지원되는 서비스

• 상담 및 육아 지원과 같은NGO 사회복지 서비스  

• 학교 내 사회복지사 대상 서비스 

• 가정 폭력 방지 서비스와 같은 집중적인 서비스 

법률적 장치

아동 및 청소년과 그 가족에 관한 법(The 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89)

•아동 및 청소년과 그 가족과 가족 그룹의 복지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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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이 위험, 부당한 처우, 학대, 방치 및 결핍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도록 부모, 가족, 하나우

   (whanau: 마우리어로 확대가족이란 의미) 및 이위 (iwi: 마우리 사회에서 종족의 의미로 쓰임)와 가족 그룹을 지원 

•위험, 부당한 처우, 학대, 방치 및 결핍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

•문화적인 민족 집단의 니즈와 가치를 고려하여 접근 가능한 공동체 서비스 제공 

•위법 행위를 저지른 아동 및 청소년이 책임을 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도록 독려. 또한 이들의 니즈를 인정하여

   책임성이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수용할 만한 방식으로 이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법률의 일반원칙 

• 보살핌과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복지와 이해이다. 

• 아동 이나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가족이 참여해야 한다. 

• 아동과 그 가족과의 관계는 유지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 아동 혹은 청소년이 원하는 바를 고려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 부모의 지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아동 혹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실행은 이들에게 알맞은 시기를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보살핌과 보호 원칙

• 아동과 청소년을 위험에서 반드시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지키며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 아동 혹은 청소년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주요 역할은 가족이나 하나우, 종족 사회(hapu또는 iwi)가 담당한다. 안전을 위해 가족의

   삶에 우리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 

• 아동 및 청소년이 자기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 및 청소년은 동일 지역내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며, 가족과의 연대는 유지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동은 가능 하다면 자신의 가족, 하나우 또는 이위, 가족 그룹에서 생활해야 한다. 

• 이들이 자신의 개인적, 문화적 자아가 유지되며 안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가정에서 지내도록 한다. 

청소년 사법 원칙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거나, 복지 목적만을 위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형사 소송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 아동과 청소년 문제를 다룰 시에는 가족의 역할이 강화되고 위반행위를 해결하는 이들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 아동 혹은 청소년이 공동체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 혹은 청소년의 나이는 처벌의 유형에 있어서 경감 요소로 작용한다. 

• 위반행위를 처리하는 방법은 발전을 도모하고 증진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적절한 제한을 두어야 하고, 또한 기저

    원인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희생자와 그들의 이해 및 시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역할

아동과 청소년 및 그들의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가족을 지원하여 이들이 자신의 자녀를 보살필 수 있도록 한다. 

• 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찾아준다. 

• 범죄 청소년을 도와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 입양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 아동 학대와 무관심을 방지하기 위해 인식제고 노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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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연간 통계

지난 한해(2011년 6월까지)동안 우리는: 

• 150,747건의 신고를 접수했다.(참고적으로 뉴질랜드는 자발적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 추가 조사 대상 57,949건을 분류하고, 이 중 8,567건은 심각한 사안으로 48시간 내 조치를 필요로 했다. 

• 7,870건의 보호 가족집단협의회와 7,423건의 청소년 사법 가족집단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국내 입양 문건120건, 국제 입양 문건 32건을 작성했다. 

•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4,000여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했다. 

학대 조사결과 및 경향

지난 한해(2011년 6월까지)동안 22,087건의 학대 사건을 확인했다. (참고적으로 한 아동이 한 건 이상의 사건에 연관되는 경우도 있

다.) 

• 신체적 학대       3,225

• 성적 학대          1,505

• 방치               4,762

• 심리적 학대   12,595

아동 복지 문제에 대한 뉴질랜드의 대응은 점차 확대 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복지부에 접수된 신고가 2004년 이후 268%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이후 증가 수치: 신고 수는 268% 증가. 추가 대응이 필요한 사건은 64% 증가. 기록된 학대 사건은 161% 증가. 

주의해야 할 점은 위의 수치는 절대적인 수치로서 한 사건에 여러 명의 아동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학대당한 한 아이가 하

나 이상의 학대 사건에 관련되어 있거나 한 아이가 여러 번 신고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델링(조사대상 확대, 박탈 수준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에 따르면 전체적인 심리적 학대를 제외한 학대 사건 수치는 지난 10년간 

11% 감소했다. 

• 신체적 학대 – 연간 11% 감소

• 성적 학대 – 연간 10% 감소

• 방치 – 연간 7% 감소

심리적 학대로 기록된 사건 수는 390% 증가 했는데, 이는 주로 가정 폭력 신고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아동이 가정 폭력을 목격했

거나 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의 가족 일원으로 가정 폭력에 노출된 경우나 가정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아동 복지 측면에서는 일반적

으로 ‘심리적 학대’로 기록한다. 

다른 종류의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 심리적 학대는 대체로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학대 사건과 함께 기록된다.  

업무 방식

서비스 모델

2009년 우리는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도입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학대 혹은 위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아동과 가족/화나우의 니즈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대응책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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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부는 공식적인 법적 대응보다는 낮은 수준의 사안의 해결이나, 니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화나우 공동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조기에 더 폭넓고 조화로운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사회복지 활동은

• 아동 중심으로 안전과 복지를 중점으로 한다.

• 가족이 주축이 되어 결정을 내리도록 독려하고 지원한다. 

•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한다. 

• 강점과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 

우리 복지 활동 센터는 사회복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실행 도구, 정책 및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실행 관련 기사 링크도 

제공하고 있다.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된 센터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www.practicecentre.cyf.govt.nz.

가족집단협의회(FGC)

FGC 모델은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에 관한 법이 통과된 1989년, 아동 복지 및 청소년사법제도에 사용되는 가족 규정에 대한 법률

적 정의 절차에서 도입되었다. 

FGC  모델은 보살핌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위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뉴

질랜드의 법적 모델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모 및 아동의 미래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참여를 요구한다. 

이는 법정 제도에 있어서 대안 혹은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판사는 FGC를 열

지 않고서는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가족집단협의회(FGC)는 화나우 /가족 의사 결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호를 위한 가족집단협의회는 보살핌과 보호에 관련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소집된다. 가족/화나우는 함께 모여 사안을 검토하

고 아동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청소년 사법 가족집단협의회는 청소년이 범법행위를 일으킨 경우 열린다. 가족/화나우 및 전문가, 희생자가 함께 해당 청소년이 자

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인생 진로를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며, 피해를 

바로 잡고, 해당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족집단협의회 외에도, 가족 회의와 화나우 모임을 통해 가족의 참여와 가족이 주도하는 의사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보호 대상 인구 

아이들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안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청소년 복지부가 이들을 보살필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취하는 조치 중에서 가장 깊숙이 관여하는 조치로서, 이를 행하기 전에 다른 방법들을 먼저 검토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난 3년 동안 청소년 복지부의 보살핌을 받는 아동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4,800

명의 아동이 해당 보호를 받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2% 는 수양 가족에게 인계  

• 수양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아동 중 54%는 확대 가족의 구성원에게 인계

• 16%가 다시 부모와 거주

• 45%가 2년 이상 시설 보호를 받음 

• 25%가 4년 이상의 시설 보호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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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중 마오이족 비율(53%)이 가장 높으며, 17세 이하 인구(23%) 비율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편중된 비율

을 보인다.  

유럽계 뉴질랜드인이 다음으로 높은 비율(38%)을 보이는데, 이는 17세 이하 인구(65%)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이다. 

기타 다른 종족도 또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참고: 인구조사 자료는 한 아동이 속한 인종을 모두 기록하므로, 한 아동이 여러 개의 인종군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아래 자료는 대표

적인 인종 하나만을 기록했다. 

협동 작업

‘결속력 높은 가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더 많

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역할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지 알고, 조언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한 신고에 대한 행동을 착수하며 아

이들을 보호하고 가족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로 법률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다른 이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리더십 역할도 수행한다. 효과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중앙 단체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정부 단체 및 비정부조직과 다양한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과의 협약은 우리가 함께 일하는 방식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체 기반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러한 조직들은 아동 학대 및 방치를 예방하는 서비스와 멘토링 및 재활 프로그램을 아동 및 청소

년, 그들 가족들에게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고 위험군으로 파악되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우선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사

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한다. 

의료 및 교육 제공자는 우선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하고 시설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에게 전문적 심리 상담을 해주고 있다. 

공동체와 함께 아동 학대와 방치에 대한 대중의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직의 행보 

과거 위치 

조직의 주요 사안 

• 대중의 신뢰

• 재정적 지속가능성

대표 인종 시설 보호
 청소년 복지국

보호 대상

인구조사

0 – 17세

마오이 53% 47% 23%

백인 /유럽계 38% 36% 65%

태평양계 6% 10% 11%

아시아 1% 1% 10%

기타 1% 3% 10%

무기록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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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문화

• 실패 사례

• 수요 관리 

사업 행보 

수동적 활동에서 적극적 활동으로 변화:

 

• CYF를 위한 우선순위 

• 자원 수요 관리

• 수행 결과 달성 

• 역량 강화

• 긍정적인 직원 문화 형성

• 대중의 신뢰 강화 

현 위치 

예방활동에서 전략적 활동으로 변화: 

•아동을 위해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에서 활동

•가장 잘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보살핌에 집중하고 큰 뜻을 가지고 활동 

연구결과 시사점 

•아동 중심적 서비스

• 구성 관계의 중요성 

• 문화적으로 적절한 서비스가 더욱 효과를 발휘

• 분야별 적합한 사람들과 노력 

• 더 많은 참여를 통한 결과 개선(가족의 참여)

• 사회 네트워크의 설립 및 강화

• 다양한 조직과 협동

앞으로의 방향 

조직의 전략적 목표는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 사업의 여정을 돌이켜 보면 수동적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시 전략적으로 변해 왔다. 

지금 우리 앞에 높인 도전은 사회복지 활동의 질을 높이고 아동을 위한 결과에 집중하며, 서비스 수요와 제공되는 서비스 질 사이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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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STRONG THRIVE

NEW ZEALAND 
New Zealand has a population 4.41 million (Estimated Resident Population as 30 June 2011)

23% (1.02m) of the population are under the age if 17, which is the target population for Child, Youth and Family.

Our people
Mãori make up approximately 14.6% of the total population of New Zealand (Census 2006) and approximately 

half of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we work with.  We have a specific focus on addressing Maori needs and use 

culturally appropriate tools to ensure engagement is meaningful. 

MSD
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can be broken into 3 clusters; Policy, Service and Corporate Governance and 

Risk. 

OUR SERVICES
Child, Youth and Family – locations and services

Child, Youth and Family provide statutory care and protection, youth justice and adoption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ged 0 – 17.

We are  the single largest employer of social workers in New Zealand. 

We have 1,300 social workers and specialist support staff - including psychologists, evidential interviewers, and legal 

advisors specialising in child protection law with many more of our staff working to directly support our frontline 

social workers. 

We have approximately 3,000 staff members all who are committed to supporting families and caregivers, and 

help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be safe and strong.  

We deliver front-line social work from 58 nationwide sites.

We have eight residential facilities where children and young people stay if they are at risk in the community or if 

they have received a supervision with residence sentence in the Youth Court. 

Our National office is based in Wellington and our national contact centre in Auckland.

Social services for families 
We work within a wider social services system of both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provided services. These 

services include: 

• Universal and fully funded services such as primary health care

• NGO social services such as counselling and parenting support

• Targeted services such as Social Workers in schools 

• Intensive Services such as Family Violenc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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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FRAMEWORK

The 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89)
• To promote the well-being of 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nd family groups.  

• Assisting parents, families, whãnau, hapñ and iwi and family groups in order to prevent their children and young

  persons suffering harm, ill-treatment, abuse, neglect or deprivation.

• Providing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harm, ill-treatment, neglect, abuse or deprivation. 

• Establishing services in the community that are accessible have regard to the needs and values of cultural and

   ethnic groups. 

• Ensuring that children and young people who commit offences are held accountable and encouraged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their behaviour. Also that they are dealt with in a way that acknowledges their needs and gives

   them the opportunity to develop in responsible and socially acceptable ways.

General Principles of the Act
• The welfare and interests of the child are paramount within care and protection 

• Family should participate in making decisions affecting the child or young person

•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ild and their family should be maintained and strengthened 

• The wishes of the child or young person should be considered and their support gained

• Endeavors should be made to gain the support of the parents 

• Decisions affecting a child or young person should be made and implemented within a time-frame appropriate

   to them

Care and Protection Principles
• Children and young people must be protected from harm, their rights upheld and their welfare promoted.  

• The primary role in caring for and protecting a child or young person lies with the family, whãnau, hapû, or iwi.

   Intervention into family life should be the minimum to ensure safety. 

• Assistance is provided to enable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be cared for and protected within their own family;

  they should only be removed if there is serious risk of harm. 

• When removed from home children and young people should be cared for in a family-like setting, in their own

  locality and links with their family should be maintained and strengthened. 

• A child who cannot return home should live within their own family, whãnau, hapû, iwi or family group and,

  where this is not possible. 

• They live with a new family where their cultural and personal identity is maintained and where they can grow up

  safe and secure.

Youth Justice Principles
• Criminal proceedings should not be instituted against a child or young person if there is an alternative means of

  dealing with the matter or solely for the purpose of their welfare 

• Way of deal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should strengthen the family and promote their ability to deal

   with the offending  

• Child or young person should be kept in the community

• Child’s or young person’s age is a mitigating factor in the type of sanctions imposed

• Measures used to address the offending should maintain and promote development, be the least restrictive as

   appropriate and address the underlying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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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mpact on the victim and their interests and views should   be given consideration in any measures used

OUR ROLE

We work with children, young people and their families to help them be safe, strong and thrive.

We do this by:

• supporting families to care for their children

• finding homes for children who can’t live with their parents

• helping young people who offend take responsibility and move on in a positive way

• providing adoption advice and support

• raising awareness to prevent child abuse and neglect

OUR WORK

Annual Statistics
In the year (to June 2011) we: 

• Received 150,747 reports of concern (note NZ has a voluntary reporting system)

• Accepted 57,949 for further assessment of which 8,567 were of a serious nature and required a response within

  48 hours

• Held 7,870 care and protection and 7,423 youth justice family group conferences

• Prepared 120 domestic adoption reports and 32 inter-country adoption reports

• Supported over 4,000 children and young people living away from their parents 

Abuse findings and trends
In the year (to June 2011) we recorded 22,087 abuse findings (note one child may have more than one finding) 

• physical abuse      3,225

• sexual abuse      1,505

• neglect       4,762

• emotional abuse   12,595

New Zealand’s responsiveness to child welfare concerns is increasing. Since 2004 there has been 268% increase in 

reports of concern to Child, Youth and Family

Since 2004 the number of: reports of concern have increased 268%, cases requiring further action have increased by 

64% and recorded findings of abuse by 161%. 

Note that these are absolute figures not individual children reported or abused – one child can have more than one 

abuse finding and one child can be reported on numerous occasions.

Modelling (which controls for the increased level of screening, deprivation levels and regional variations) has shown 

that overall  abuse rates have declined by up to 11% during the last decade, except for emotional abuse.

• physical abuse – annual decrease of 11%

• sexual abuse – annual decrease of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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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glect – annual decrease of 7%

Recorded findings of emotional abuse have increased 390%, largely due to increased reporting of family violence.  

When a child is witness to, or in a family where there is violence in the home, their exposure to it, and the effect it 

has on their wellbeing is generally recorded as ‘emotional abuse’.  

Emotional abuse is almost always present when other types of abuse is occurring, so is recorded alongside the other 

findings

THE WAY WE WORK

Service Model

In 2009 we introduced a differential response approach. When concerns are raised that a child or young person is at 

risk of abuse or harm we have a range of responses depending on the level of need for the child and their family/

whãnau.  

Services are provided in the community where the family/whãnau has low level issues and needs services rather 

than a formal statutory response from Child, Youth and Family.

It is a way of providing an earlier, more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response.

We promote social work practice that

• is child-centred, safety and wellbeing focused;

• promotes and supports family led decision making;

• is culturally responsive; and

• is strengths and evidenced based.

Our Practice Centre contains all of the practice tools, policies and resources that our social workers use, and it also 

links to relevant practice-related articles.  The site is available to the public on www.practicecentre.cyf.govt.nz.

Family Group Conferences (FGC)
The FGC model was introduced in 1989 with the passing of the 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as a 

family decision-making process to be used in the statutory child welfare and youth justice systems. 

It radically altered the way decisions were made about children who were in need of care or protection and about 

young people who were offending. Our legislative model requires that family become partner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s well as the key players in the future lives of their children. 

It provides an alternative or diversion from the court system and when  a matter does need to go to Court for 

resolution the Judge cannot make a final decision without an FGC being held.

Family Group Conferences focus on and support whãnau/family decision making.

A Care and Protection FGC is called when there are serious care and protection concerns.  Family/whãnau come 

together to consider the concerns, develop a plan to keep their children safe, and agree the help parents need for 

this to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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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outh Justice FGC is held following a young person offending. Family/whãnau, professionals and victims make 

a plan to help the young person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find ways to help them turn their life 

around; put things right with the victim; , and help parents to support their teenager.

Along with FGC we also have family meetings and whänau hui to ensure family participation and family-led 

decision making. 

CARE POPULATION 

When children cannot be safely cared for by their own family they may for a period of time come in to the care of 

Child, Youth and Family.   It is the most intrusive action a social worker can take and we explore all other options first. 

There has been a steady reduction of the number of children in care over the past three years; similar to trends in 

the United States. In New Zealand we currently have 4,800 children in care.  Broken down as follows:

• 62% are placed with a foster family 

• of those in foster care 54% are placed with an extended family member 

• 16% are back living with their parents

• 45% had been in care for more that 2 years 

• 25% have been in care for 4 years or longer. 

Mãori are the highest ethnic group in care (53%) and are significantly over represented compared with the under 

17 population (23%) 

NZ European represent the next biggest group in care (38%) under represented compared with the under 17 

population (65%).  

All other ethnic groups are also under represented.

Note: Census data records all ethnicities a child identifies with – so there are multiple counts.  We report on single 

count primary ethnicity.

WORKING WITH OTHERS

We know that more can be achieved when we work together with people who share our vision of safe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strong families.

Primary ethnicity In care
All CYF
Clients

Census
0 - 17

Mãori 53% 47% 23%
Pakeha / NZ European 38% 36% 65%
Pacific Peoples 6% 10% 11%
Asian 1% 1% 10%
Other ethnicity 1% 3% 10%
Not recorded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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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s is a statutory role.  We are the professionals who know what to look for, provide advice and support to others 

and follow up and act on reports of concern protect children and work with families. 

We have a leadership role in educating and supporting others. We are central to an effective child protection 

community, but not alone in this goal. 

We have many formal relationships with government agencies and non government organisations. These 

agreements help guide the way we work together, and ensure we have a collaborative approach to help children 

and young people be safe, strong and thrive.

Community based social service organisations provide abuse and neglect prevention services, deliver mentoring 

and rehabilitative programmes to our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their families. 

We also deliver social work services direct to high-risk primary and high schools and deliver services to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high needs.

Health and education providers provide comprehensive assessments for high need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specialist mental health services for children in care.

We also work with communities to raise awareness around child abuse and neglect 

OUR ORGANISATIONAL JOURNEY 

Where we were
Our key organisational issues of concern 

• Public confidence

• Financial sustainability

• Staff culture

• Performance failure

• Demand management 

Our business journey 
Moving from reactive to responsive: 

• Established priorities for CYF

• Resource demands are managed

• Output performance has been achieved 

• Capacity has improved

• Built a positive staff culture

• Public confidence much stronger 

Where we are now 
From responsive to strategic: 

• Working out where we can make the biggest difference for children

• By understanding what we are best at, and most passionate about

• Focussing on care and being ambitious for our children and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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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messages 
• Say Child Centred

• Importance of constructive relationships 

• Culturally competent services more effective

• Work with people in their own contexts

• Children’s outcomes improved through better participation (aiga/whanau/family)

• Build and strengthen social networks

• Work with a range of agencies

OUR FUTURE DIRECTION 

Building Brighter Futures is our organisations strategic document. 

Our business journey has seen us move from reactive to responsive and to strategic

Our challenge is to now to develop the quality of our social work practice with a focus on outcomes for children, 

managing the tension between the demand for services and the quality of the service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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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Biography

平野隆之（HIRANO TAKAYUKI）

社会福祉学博士

日本福祉大学社会福祉学部教授

日本福祉大学学長補佐（2008～）

日本福祉大学地域ケア研究推進センター　センター長

中国南京大学客員教授（2011年現在）

日本地域福祉学会副会長（2011年現在）

特定非営利法人全国コミュニティライフサポートセンター（CLC）理事 

厚生省の「社会的な援護を要する人々に対する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2000年）委員

全国社会福祉協議会の「地域の福祉力の向上に関する調査研究委員会」の委員長（2007年） 

地域福祉研究としては、コミュニティワークとコミュニティケアの研究を出発点としながら、地域福祉計画に加

えて地域福祉行政へと展開し、近年は地域福祉政策のあり方に言及している。フィールドとしては、都市を中心

にしてきたが、近年では中山間地における地域福祉への関心を高めている。多数の市町村自治体行政や都道府県

（高知、熊本、兵庫、滋賀等）行政の地域福祉推進のアドバイザーを行ってきている。研究委員会の委員として

は、2000年の厚生省の「社会的な援護を要する人々に対する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の委員や2007年の全国社会

福祉協議会の「地域の福祉力の向上に関する調査研究委員会」の委員長等を務めた。

＜主な研究業績＞ 

平野隆之他編（2011）『リーディングス日本の社会福祉⑥地域福祉』日本図書センター

平野隆之他（2010）『地域福祉の展開』日本放送出版協会

平野隆之他編（2009）『地域福祉プログラム－地方自治体による開発と推進』ミネルヴァ書房．

平野隆之（2008）『地域福祉推進の理論と方法』有斐閣

平野隆之他編（2002）『コミュニティとソーシャルワーク－地域福祉論－』有斐閣.

Takayuki HIRANO  

Professor of Social Welfare in Nihon Fukush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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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노 다카유키 교수는 현재 일본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008년부터 학장 보좌역도 겸임하고 있다. 그의 주요 관심 연구

분야는 장기간병보험 및 커뮤니티에 기초한 복지 중심의 일본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개발 및 향상이다. 지역케어연구추진센터를 통

해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으며, 현재 비영리단체인 전국커뮤니티 라이프 서포트 센터(CLC)의 이사회 회원으로, 주로 커뮤

니티 케어 향상과 재해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학계 조언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그는 수많은 일본 지역단체의 커뮤니티 케어 실습 

향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최소 4개 자치단체(고치현, 구마모토현, 효고현, 시가현)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Takayuki HIRANO is professor of Social Welfare at Nihon Fukushi University and since 2008 has been serving 

as Assistant President of the University. His main research interest lies in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community care system in Japan focusing 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community-based welfare, and leads 

relevant research projects through the University's Research Promotion Center of Community Care of which he is 

the director. Currently Hirano is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a non-profit Community Life Support Center (CLC) 

and extends academic advice, in particular, on community care promotion and disaster rehabilitation programs. 

Professionally, he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the improvement of community care practices in the numerous 

number of Japanese local authorities and assigned as adviser to at least four prefectural governments (Kochi, 

Kumamoto, Hyogo and Sh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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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地域をベースとした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の展開
－地域福祉の運営システム導入の展望して

　　　　　　　　　　　　　　　　　　　　　　

日本福祉大学社会福祉学部教授　平野隆之

１．国際比較の文脈からみた日本の特徴

国際比較の文脈で報告する上で、日本の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は、次の３つの特徴をもつ。
第１に、日本の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を構築するための試行錯誤は対象別に取り組まれ、最初の成果は高齢者
の分野で普及することになった。しかも、そのシステムを維持するための財源は、最終的に税による社会福祉制
度ではなく、社会保険方式による介護保険制度である。障害者福祉の分野においても、そのことが模索された
が、現在では税方式によるものにとどまっている（表１を参照）。このように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は、対象
別に異なる財源方式で維持されている現状にある。ただし、デリバリーの仕組みは、ケアマネジメントの導入に
より類似性が高い。

第２に、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は、基礎自治体である市町村が責任主体となって、一定のエリアを基盤として
構想している。介護保険制度の保険者は、市町村である。市町村で運営できないときは広域連合を立ち上げ運営
する場合がある。合併も進んではいるが、現在日本には1723と多くの市町村数が存在する。都道府県は47あり、
市町村数がもっとも多いのが北海道で178、最も少ないのが富山県で15である。都道府県が保険者である方が財
政的に安定するという判断もあったが、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の観点から利用者にもっとも近い基礎自治体
が、保険者となるべきであるとの政策判断がなされた。確かに市町村が保険料を決め、財源を確保するという点
で、分権的な運営となっているが、国が細部にわたる指定サービス基準を決めており、市町村が3年おきに作成す
る介護保険事業計画についてもきめ細かくガイドラインを決めていることから、集権的な規制をともなうものに
とどまっている。地域間での利用でいるサービスに格差が生じたり、施設利用者が多い場合には介護保険料が高
くなったりと地域的な不公正が生じる。市町村において、一定のエリア間での公平性を目指すことが計画上の課
題となっている。

これまでに触れた制度の比較を表1に示しておくと、第3番目にある地域福祉という制度を有していることが、福
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を考える上で第3の特徴といえる。地域福祉は、地域住民が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のなか
に参加することを政策的に進めるもので、「住民参加型在宅福祉サービス」というカテゴリーが日本には存在し
ている。つまり、福祉サービスの多元化は、民営化という方向とともに、地域（福祉）化という側面をもちなが
ら進んできた。この地域福祉は、一方では公的な責任を住民に押し付ける仕組みとも批判されてきたが、他方で
は福祉国家としての硬直性を改善する福祉社会としての仕組みとも評価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福祉社会の目的
的な規定として、社会福祉法の第4条（地域福祉の推進）において「福祉サービスを必要とする地域住民が地域
社会を構成する一員として日常生活を営み、社会、経済、文化その他あらゆる分野の活動に参加する機会が与え
られる」ことが明確にされ、それを実現するための地域福祉計画の策定を市町村に求めている。社会的包摂を視
野に入れた政策上のパラダイム•シフトが提起されているといえる。市町村は地域福祉計画を作成し、地域住民
の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への参加の役割を明確に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なお、現在の市町村の策定率は
60％である。2009年3月末における市町村における地域福祉計画の策定状況は、市部が63.6％、町村部が27.1％
といった策定率の状況にあり、市部に比べて町村部の策定率が低い水準にとどまっている。

なお、今回の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の論議において、最低生活を保障する生活保護制度については、基本的に
は現金給付が中心となっているので省略している。現在生活保護制度の利用者が急増するなかで、自立を促進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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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ためのプログラムが導入されている。その意味では、サービス給付の領域が拡充され、その効果を出すための
デリバリーシステムが問われている。

表１　３つの制度の比較
	 	

２．「運用」からみた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の展開過程

１）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の運用を捉える枠組み
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の論議は、「運用面」での方法を扱うことなしには成果を得られない。先に述べた「３
つの制度」のもとで、市町村という基礎自治体レベルで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を機能させる方法について、理
論的な枠組みではなく、日本の取り組みのなかで実体化してきたものとして示す。

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の運用には、少なくとも次の４つの方法が必要である。①福祉デリバリーの空間的な単
位（福祉エリア）でのサービスの完結性、②サービス組織の立地•多元化の誘導方法、③利用者のアセスメント
等のケアマネジメント組織の確保の仕組み、④多元化する福祉サービス組織間の連携の仕組み、である。これら
の４つの方法を大きくにみると、利用者を中心としたサービス組織の空間的配置（①と②）と、サービスの連携
を含む利用アクセスを高める仕組み（③と④）の２つに集約される。

２）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の展開と運用のシステム変更
日本での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の展開は、3つの段階を経て今日に至っている（表２）。それぞれの段階におい
て、これら４つの運用方法はどのように普及•変化してきたのか。
1989年の国によるサービス資源整備計画である「ゴールドプラン」の策定及び1990年の市町村をデリバリーシス
テムの運営主体とした老人福祉法等関係八法改正を出発点として、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の展開を整理する。
その時期に、運用とくにアクセスの仕組みとして、連携を推進するための会議が「高齢者サービス調整チーム会
議」の設置（1987年）と、利用者のサービス利用を支援する組織が行政窓口から独立した「在宅介護支援センタ

Ａ	介護保険
2000.4.
改正2006.4.

Ｂ	障害福祉
2006.10.

Ｃ	地域福祉
2000.4.
2003.4.（計画実施）

１．市町村における社会福
祉行政組織と財源
（サービスの市町村への一元化）

介護保険行政（保険者運営
＋介護行政）
介護保険財政（税＝国25％
都道府県12.5	％	市町村
12.5％、保険料50％）

障害福祉行政
国庫からの事業別の負担
金•補助金
国50％、都道府県25％、市
町村25％）

地域福祉行政（未確立な自
治体あり）
独自財源（都道府県の誘導
的な補助金）

２．サービスデリバリー組
織と財源

社会福祉法人から営利法人
まで（都道府県•市町村の指定）
介護報酬
1	割の応益負担

社会福祉法人から非営利法
人まで（都道府県による指定）
給付報酬（税）
1	割の応益負担

社会福祉法人から住民組織
委託費もしくはボランタリ
ー

３．計画的推進
介護保険事業計画（中央政
府のガイドライン、中央政
府の目標指標＝2011	年廃止）

障害者計画•障害者福祉計
画（中央政府のガイドライ
ン）

地域福祉計画
（国の策定指針•都道府県
のガイドライン）

４．行政による評価
１）質の確保（quality	control）

①条件整備：監査（都道府
県•市町村）、情報公表
（義務＝2011	年廃止）
②質の向上：第三者評価
（都道府県）

①条件整備：監査（都道府県）

２）実績評価
（performance	evaluation）

中央政府が計画の目標とし
て指標提示（＝2011	年廃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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ー」の設置（1990年）が行われる。当時の計画では、「在宅介護支援センター」を、中学校区を単位にして1万
か所の設置が計画された。

表２　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の展開と運用方法

第2段階は、サービスの量的な不足や財源確保、さらには利用者の選択を高めることを目的として、公的な介護保
険制度の導入を図った。同時に社会福祉法の改正によって、契約となる福祉サービスの利用者の利益を保護する
ために、苦情処理委員会の設置やサービス情報の公表制度、権利擁護事業などが取り入れられた。介護保険制度
の導入は、これまで行政にあった利用の決定権限が「ケアマネジャー」の業務のなかに組み込まれることとなる
とともに、適正な利用水準ということから利用上限の設定が同時に採りいれられた。
第3段階では、改正介護保険法（2006）により、一定の量的なサービスの普及が進んだことを背景に「日常生活
圏域」の設定による空間的な配置が重視されるとともに、それを牽引するサービスとして「地域密着型サービ
ス」という新たなサービスのカテゴリーが導入され、そのサービスの指定権限は市町村に移管された。制度とし
て登場した地域密着型サービスは、「要介護者等の住み慣れた地域での生活を24時間体制で支えるという観点か
ら、要介護者の日常生活圏域内にサービス提供の拠点が確保されるべきサービス」と制度上規定されている。ま
た介護保険制度の普及によって、要介護以外の高齢者福祉の領域が国の財政的な補助が削減された結果、脆弱化
したことに対して、介護保険制度のなかでその部分を吸収し補完する方法として、「地域支援事業」と呼ばれる
介護予防や介護者支援を取り入れたプログラムが強化されることになった（以下で説明する）。そのことが介護
保険制度を複雑なものとし、福祉デリバリーの方法に関連するアクセスの方法においても混乱をもたらすことと
なっている。

３．空間的配置と連携等の支援システムからみた到達点

１）空間的な配置に関連しての経緯
空間的な配置（①と②）に関連しての経緯を整理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
1990年段階では、国の空間的な配置の方針として、中学校区が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や在宅介護支援センターの
配置の単位として示され、福祉エリアの設定がなされた。2000年に介護保険制度が導入されると、在宅部門につ
いては規制緩和を進め営利法人にまで参入を認め、事業者の広域的な介護市場の形成を考慮して、指定権限を都
道府県としたことなどから、市町村において取り組まれてきた中学校区を単位とするエリア設定は、その政策根
拠を失うことになった。2006年度以降に、国は新たに「小規模多機能型居宅介護」等が含まれる「地域密着型サ
ービス」というサービス•カテゴリーを作り、計画上「日常生活圏域」の設定を指導し、圏域ごとに同サービス

３つの段階 ①福祉エリア設定 ②供給組織の誘導 ③支援プランの機 ④連携の場

1989	ゴールドプラン
1990	老人福祉法等8	法
の改正
＜市町村＝責任主体＞

「老人福祉計画」によ
る福祉エリアの設定

施設整備費の国庫補
助による誘導

在宅介護支援センタ
ーの設置（1990）行政
による委託事業。
決定権限は市町村

高齢者サービス調整
会議（1987）、行政が
事務局。

2000	介護保険制度
（社会福祉法改正）
＜市町村＝保険者＞

在宅部門での営利法
人の参入可

決定権限がケアマネ
ジャーに移行

「地域ケア会議」とし
て継承（機能不全）

2006	改正介護保険制度
（障害者自立支援法）
＜市町村＝一部の指定
権限＞

「日常生活圏域」の計
画上の設定

地域密着型サービス
の計画的な誘導＝国
による「地域介護•福
祉空間整備」交付金

ケアマネジャー（要介
護）と「地域包括ケア
センター」（要支援）
としての分割

「地域包括支援セン
ター」による連携会議
の開催

到達点（評価）

「日常生活圏域」の考
え方は普及している。
中学校区での完結性
は未達成。

収益性の乏しい地域
への参入を誘導しき
れていない。

ケアマネジャーと「地
域包括ケアセンター」
の役割が不明確。ケア
マネジャー質の問題

介護保険制度のもと
で、連携の場をつくる
ことに成功していな
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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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整備することによって、圏域内で需要と供給が結びつく自己完結システムを目指すという制度設計を行った。
その誘導策としては、圏域別に地域密着型サービス等を優先的に整備する介護保険事業計画を有している市町村
（保険者）に対して、国から「地域介護•福祉空間整備」交付金を傾斜配分させる方法を導入している。

２）アクセスにおける仕組み（③と④）
アクセスの仕組みの変化は、その対象者をどのように設定するかと深くかかわっている。そのことを示すため
に、対象者の区分とサービス資源へのアクセス、利用可能なサービス資源の種類の３つのレベルに区分して図１
を作成した。1990年当時は、「要援護」高齢者といったカテゴリーで、介護支援と生活支援の区別は明確になさ
れず、利用者の資格付与については行政が有していた。在宅での介護を支援するために行政窓口とは異なって施
設等の福祉サービス資源に併設する形で、「在宅介護支援センター」は配置された。その後のケアマネジメント
導入のための練習ともいえるノウハウが蓄積された。2000年の介護保険制度では、要介護の認定が行われ、認定
者の利用に対しては自由な契約を促進することから、ケアマネジャーに決定権限が移行し、行政によるアクセス
支援の仕組みは後方に退くこととなった。認定外への支援は行政にとどまる。2006年の改正により、軽度の介護
認定（要支援）が細分化されるとともに、認定外への支援も介護保険制度に組み込むことが導入され、それらへ
の対応を含みつつ在宅介護支援センターに代わって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が導入される。要介護についてはケア
マネジャーによる決定が維持され、要支援については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が担当するという複雑な関係ができ
あがった。さらに、認定外のリスク者に対しても、介護保険財源による「地域支援事業」が導入され、そのアク
セスについても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が担当する。

サービス組織間の連携による支援については、1990年代に機能した調整チーム会議は、介護保険制度のもとでは
再現されず、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もとに虐待といったような困難ケースにおける連携については取り入れら
れた。保険原理で「連携のための会議」の運営について、どのような連携のコストを負担するかが問題となる。
介護保険制度と要支援のケアプランの作成•実施をケアマネジャーにもどし、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は地域のネ
ットワークづくりに専念すべきであるとの改善方法も提案されている。

　

図１　利用者とサービス資源のアクセスの変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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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中学校単位での福祉デリバリー資源の実績
中学校のエリアという単位で地域を基盤にした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の１つの到達点を示すデータを紹介する
（図２）。介護保険制度によるサービスを中心にしたものである。平均の数値にすぎないので、地域間での格差
の問題が表面化していない。

４．地域福祉という運営システムと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	－認知症高齢者の課題への対応

2011年は、介護保険事業計画が3年おきに改定される年である。国が示している方針は、「地域包括ケアシステ
ム」の強化である。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とは「ニーズに応じた住宅が提供されることを基本とした上で、生活
上の安全•安心•健康を確保するために、医療や介護のみならず、福祉サービスを含めた様々な生活支援サービ
スが日常生活の場（日常生活圏域）で適切に提供できるような地域での体制」としている。住宅や医療を含むと
いう点で福祉を超える「包括性」と、生活支援サービスという新たな地域住民の担い手を活用する支援領域を取
り入れる「地域性」を持つシステムの導入ということになる。トップダウンによる計画方針であり、それを実現
する方法が明示されず設計主義的なものとなっている。この方針が具体的な政策によって誘導されることになれ
ば、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上に大きな変化をもたらす。

地域福祉の運営のあり方から、この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の課題を次の２点において指摘しておきたい。「包
括性」の指向としては、介護保険制度中心の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であるために対象別の縦割りの仕組みとな
っている課題に対して、横断化を図る改善が必要である。もう１つは、「地域性」の指向に関連して、地域住民
の担い手参加や運営参加という点でのアクセスのシステム化が必要と考える。
前者については、都道府県を単位にして「共生型ケア」の事業化が進んでいる。筆者の「共生型ケア」の定義を
紹介すると、「①地域のなかで当たり前に暮らすための小規模な居場所を確保し、②利用の求めに対しては高齢
者、子ども、障害者という対象上の制約を与えることなく、③その場で展開される多様な人間関係を、共に生き
るという新たなコミュニティとして形づくる営み」である。対象の横断化が包括性の1つの要素と取り入れ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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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とは、サービス資源面からみると、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上重要な課題ということができる。ワンストップ
の総合相談の仕組みという点での横断化も重要であり、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がその役割をもつ方向で期待され
ているが、条件は乏しい。横断化としての包括性については、これ以上は触れないことにする。
もう１つの論点である、新たな担い手としての地域住民の参加のアクセスについて、筆者の枠組みを示しなが
ら、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の新たな課題として整理しておきたい。地域をベースにした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
ムの観点から、地域住民の参加の課題を整理すると、図３のような関係として捉えることができる。
　

	
　「コミュニティケア」というAのベクトルは、「地域密着型サービス」に代表されるように小規模多機能型居
宅介護やグループホームなど「コミュニティのなかで」ケアの実現を目指すサービスの普及である。他方、「コ
ミュニティアクション」というBのベクトルは、コミュニティのメンバーである住民自らが地域の問題の解決に
取り組むという活動で、例えば「地域支援事業」の担い手が「コミュニティによって」確保されるということに
相当する。新たな「生活支援サービス」についても同様のベクトルの取り組みとして期待されている。そして、
「地域運営参加」というベクトルCは、例えば「地域密着型サービス」の運営、現在の制度では「運営推進協議
会」のメンバーに地域住民が参加するという方法での実現である。

これら３つのベクトルは、認知症高齢者に対する地域をベースにした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として期待が大き
い。介護保険制度のなかでも、認知症高齢者への対応を中心にしながら、２つのベクトルが進行している。コミ
ュニティから離れた施設でのケアではなく、コミュニティとの関係をもった空間での資源の提供が求められてき
た。そのための方法として、地域をベースとした福祉デリバリーを目指すために、市街地でのグループホーム設
置、サテライト型の施設ケア、小規模多機能型サービスなどの方法が採用されてきた。これらは、いずれもAの
ベクトルに相当するもので、日本型のコミュニティケアということができる。同時にこれらの取り組みに地域住
民が担い手として登場することも生まれた。

地域をベースにした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の形成においては、①日常生活圏域（コミュニティ）をベースとす
る地域に密着したケアが提供されること（＝コミュニティを空間として捉え、そのなかで福祉資源を確保する、
つまり図の２つの円の交差領域）であるとともに、②専門職による提供（コミュニティの外での福祉資源の確保
ではなく、コミュニティケアとしての提供＝ベクトルＡ）だけでなく、地域住民が活動参加を通じて提供（コミ
ュニティアクション＝ベクトルＢ）することによっても実現される。しかし、今後重要なのは、これらに加え
て、③それら２つの福祉資源の担い手とは異なる地域住民がそれらの運営に参加すること（地域運営参加＝ベク
トルＣ）が進むこと、そしてその結果として、④利用者の地域社会での関係が拡がることが実現すること（社会
福祉法の第4条で規定する地域福祉の推進の目的である）、である。地域をベースにした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
の運用方法には、この地域住民がそれらの運営に参加することが含まれるべきであると考える。
実際の市町村の福祉行政の組織構造や財源確保において、地域福祉行政側からの地域包括ケアを牽引しようとす
る介護行政へのインパクトは決して強いものとはいえない。しかし、地域をベースとした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
ムの検討が、分権的な福祉行政の運営に結びつくことを視野にいれるとすると、この市町村の福祉行政の構造を
変化させることが必要となる。福祉デリバリーの効率性だけではなく、運営面での地域性の評価視点が重要と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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える。地域住民は、利用者としての個別的な選択とともに、地域に密着したサービスの様式の共同的な選択を望
んでいる。そこを重視することで、システムへの満足度は高まるといえる。地域福祉行政は、このような福祉デ
リバリーシステムの総合的な運営を担当する部署として位置付けることも重要である。
さらに、新たに福祉制度からの排除という問題に対して、社会福祉法人やNPO法人が新しいアクセスや参加の
「仕掛け」を作り出している実績や有用性を踏まえて、行政組織あるいは制度自体の排除性を改善することを目
指すことも、地域福祉行政は求められている。社会的排除が「表明」の機会からの排除を問題にしていることに
対応して、当事者の「表明」を提起できる条件の整備を行なう上でも地域福祉の課題といえる。日本では、認知
症高齢者の介護家族の運動がこうした排除の過程を克服してきた経緯がある。家族の会やそのOBが多様な「表
明」機会を活用して活動していることが、先ほどの地域密着型サービスの普及や運営参加に影響を与えてきた。
また、自らがサービスの担い手として登場し、サービスの利用者の保護や権利擁護の取り組みも行っている。判
断能力のない人やないことに力点をおき、それをカバーするサービスの強化や代行者を確保することに政策課題
がおかれがちになるが、できるかぎり能力のある人とみなし、それを支援することに政策のターゲットを置くと
いう発想は、当事者の「表明」や代弁者の参加によって維持されるものであり、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の運用
方法においてもその視点を加えることが必要である。

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の新しい課題は、こうした地域をベースとした運営参加の段階にきているのではないか
と考える。保険原理での専門機関のネットワーク化の困難さのなかで、利用者や介護者の運営参加を契機とす
る、専門家主導のネットワーク化ではない方法の実現可能性を提供することに結びつく。これまで整理してきた
福祉デリバリーシステムを空間的配置（①＋②）とアクセスの仕組み（③＋④）の2区分も、地域住民や当事者の
運営参加を重視することで、統合化する契機をもつ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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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개

－지역복지 운영시스템 도입을 전망하며

１．국가간 비교의 문맥에서 본 일본의 특징

국가간 비교의 문맥에서 보면 일본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다음의 3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로, 일본이 복지전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대상별로 대처하는 가운데 고령자분야에서 제일 먼저 

전달시스템이 보급되게 된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은 결국 세금에 의한 사회복지제도가 아닌 사회보험방식

에 의한 개호보험제도이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도 이러한 전달시스템이 모색되었지만, 현재로는 세금에 의한 재원방식으로 유지

되고 있다(그림1). 이처럼 복지전달시스템은 대상별로 다른 재원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단, 전달 체계는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가 도입됨에 따라 유사성이 높다.

두 번째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기초자치체인 시정촌(우리나라의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이 책임주체가 되어 일정지역을 

기반으로 구상되어 있다. 개호보험제도의 보험자는 기초자치체이다. 기초자치체에서 운영할 수 없을 때는 광역연합을 세워서 운영

하는 경우도 있다. 합병도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일본에는 1,723곳이라는 많은 기초자치체가 존재한다. 광역자치단체는 47곳이며 

기초자치체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은 Hokkaido로 178곳, 가장 적은 곳은 Toyama로 15곳이다. 광역지자체가 보험자인 편이 재정적으

로 안정적이라는 판단도 있었지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관점에서 이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체가 보험자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판단이 내려졌다. 기초자치체가 보험료를 결정하여 재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분권적인 운영은 가능했지만, 국가가 세

부적으로 지정서비스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기초자치체가 3년마다 작성하는 개호보험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더욱 세밀하게 가이

드라인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중앙집권적인 규제를 수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간에 이용하는 서비스에 격차가 발생하거

나 시설이용자가 많을 경우에 개호보험료가 높아지거나 하는 지역적 불공정이 발생한다. 기초자치체에서 일정구역 간의 공평성을 

지향하는 것이 계획상의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제도들을 표1에서 비교해보면, 3번째의 지역복지라는 제도의 존재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제3의 특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복지는 지역주민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참가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일본에는 ‘주민참가형 재택

복지서비스’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하고 있다. 즉, 복지서비스의 다원화는 민영화라는 방향과 함께 지역(복지)화라는 측면을 지니면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복지는 한편으로 공적인 책임을 주민에게 떠맡기는 구조라고 비판을 받아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

국가의 경직성을 개선시키는 복지사회의 구조라고도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사회를 목적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사회복지법 

제4조(지역복지의 추진)에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참가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복지계획

의 책정을 기초자치체에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포섭을 시야에 둔 정책 상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초

자치체는 지역복지계획을 작성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참여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요청되고 있다. 덧붙여, 현재 

기초자치체의 책정률은 60%이다. 2009년 3월말, 기초자치체에서 지역복지계획의 책정상황은 시구 단위가 63.6%, 군읍면 단위가 

27.1%이다. 시구 단위에 비해서 군읍면 단위의 책정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논의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활보호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금급부가 중심이 되어 있으므로 

생략한다. 현재 생활보호제도의 이용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비

스 급부 영역을 확충하여 효과를 내는 전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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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3가지 제도의 비교

２． ‘운용’ 측면에서 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개과정

1)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용 구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논의는 ‘운용 측면’의 방법을 다루지 않으면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앞서 기술한 ‘세 제도’를 바탕으로 기초자

치체 수준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기능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론적인 구조만이 아니라 일본이 대처해 오면서 실체화한 것들을 

기술한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용에는, 적어도 다음 4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①복지서비스 전달의 공간적인 단위(복지구역)에서의 서비

스 완결성, ②서비스조직의 입지와 다원화의 유도방법, ③이용자 평가 등의 케어 매니지먼트 조직의 확보구조, ④다원화하는 복지서

비스조직 간의 연계구조이다. 이 4가지 방법을 크게 보면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조직의 공간적 배치(①, ②)와 서비스의 연계

를 포함하는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③, ④)의 두 가지로 집약된다.

２)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개와 운용의 시스템 변경

일본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개는 세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렀다(표2). 각 단계에서 이 4가지 운용방법들은 어떻게 보

급되고 변화되어 왔는가.

1989년 국가에 의한 서비스자원의 정비계획인 ‘골드 플랜’ 정책과 1990년의 기초자치체을 전달시스템의 운영주체로 한 노인복지법 

등의 관계 8법의 개정을 출발점으로 해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개를 정리한다. 이 시기에 운용, 특히 접근구조로 연계를 추진

하기 위한 회의로 ‘고령자 서비스 조정팀의 회의’(1987년)가 설치됐고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조직이 행정창구로부터 독

립된 ‘재택개호지원센터’(1990년)가 설치됐다. 당시 계획으로는 ‘재택개호지원센터’를 중학교 구역을 단위로 해서 1만 곳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Ａ　간병보험

2000.4.　

개정2006.4.

Ｂ　장애복지

2006.10.

Ｃ　지역복지

2000.4.

2003.4.(계획실시)

１． 시정촌의 사회복지 행정조직과 

재원

(시정촌의 서비스 일원화)

간병보험행정(보험자운영+간병행정)

간병보험재정(세금=국가 25%

지자체 12.5%, 시구읍면 12.5%,

보험료 50%)

장애복지행정

국고로부터 사업 별 부담금•보조금

국가 50％, 지자체 25％, 

시구읍면 25％)

지역복지행정

(확립되지 않은 자치체 있음)

독자재원(지자체의 유도적인 보조금)

２． 서비스 전달(Service Delivery) 

조직과 재원

사회복지법인부터 영리법인까지(도

도부현•시정촌이 지정)

간병수가

10%의 응익(應益)부담

사회복지법인부터

비영리법인까지(지자체에 의한 지정)

급부보수(세)

10%의 응익부담

사회복지법인부터 주민조직

위탁비 또는 자원봉사

３．계획적 추진

간병보험사업계획(중앙정부의 가이

드라인, 중앙정부의 목표지표=2011

년 폐지)

장애인계획•장애인복지계획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지역복지계획

(국가의 정책지침•지자체의

가이드라인)

４． 행정에 의한 평가

１) 질의 확보

(quality control)

①조건정비：감사

(지자체•시구읍면),

정보공표(의무＝2011 년 폐지)

②질의 향상：제삼자 평가(지자체)

①조건정비：감사(지자체)

２) 실적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중앙정부가 계획의 목표로

지표제시(＝2011 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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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전개 및 운용방법

제2단계는 서비스의 양적인 부족과 재원확보는 물론, 이용자의 선택을 높이기 위해 공적인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을 도모했다. 동시

에 사회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 관계가 되는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서비스 정

보의 공표제도, 권리옹호사업 등이 도입되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은 이때까지 이용의 결정제한이 행정에 있었지만 ‘케어 매니저’

의 업무로 포함됨되면서 이용수준을 적절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용상한의 설정이 채택되었다.

제3단계에서는 개정개호보험법(2006)에 의해 일정수준의 양적인 서비스의 보급이 진행된 것이 배경이 되어 ‘일상생활권역’의 설정

에 의한 공간적인 배치가 중시되면서 이를 이끄는 서비스로 ‘지역밀착형 서비스’라는 새로운 서비스 카테고리가 도입되어 그 지정

권한은 기초자치체으로 이관되었다. 지역밀착형 서비스는 ‘요개호자의 익숙한 지역에서의 생활을 24시간 체제로 지원한다는 관점

에서 요개호자의 일상생활권역 내 서비스 제공의 거점이 확보되어야 하는 서비스’로 제도상 규정되었다. 또한, 개호보험제도가 보

급됨에 따라 요개호 이외의 고령자 복지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인 보조가 삭감되어 취약해졌기 때문에, 개호보험제도에서 그 

부분을 흡수 보완하는 방법으로 ‘지역지원사업’이라고 불리는 개호예방과 개호자의 지원을 도입한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다(아래에서 

설명한다). 이 것이 개호보험제도를 복잡하게 하여 복지서비스 전달의 방법에 관련되는 접근방법에서도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３． 공간적 배치와 연계 등의 지원시스템으로 본 도달점

1) 공간적 배치와 관련된 경위

공간적인 배치(①, ②)에 관련된 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단계에서는 국가의 공간적인 배치의 방침으로 중학교 구역이 주간보호 서비스센터(Day Service Center)와 재택개호지원센

터의 배치단위로 지정되어 복지구역이 설정되었다. 2000년에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재택부문에서 규제가 완화되어 영리

법인도 참여가 허용되었고 사업자의 광역적인 개호시장의 형성을 고려해서 지정권한을 지자체가 가지게 되는 등, 기초자치체에서 

대응해온 중학교 구역을 단위로 하는 구역의 설정이 그 정책 근거를 잃게 되었다. 2006년도 이후로 국가는 새롭게 ‘소규모의 다기

능형 재택개호’등이 포함된 ‘지역밀착형 서비스’라는 서비스•카테고리를 마련해서, 계획 상에서 ‘일상생활권역’의 설정을 지도하여 

각 생활권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정비함에 따라 지역 내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어지는 자가완결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제도를 설계했

다. 기초자치체(보험자)가 구역 별로 지역밀착형 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개호보험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유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간호•복지공간정비’ 교부금을 중점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2) 접근 구조(③과 ④)

접근방식의 변화는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설정하는 지에 깊게 관련되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구분과 서비스 자원으

세가지 단계 ①복지구역 설정 ②공급조직 유도 ③지원계획 기관 ④제휴의 장

1989 골드 플랜

1990 노인복지법 등8법의 개

정

＜시정촌=책임주체＞

‘노인복지계획’에 의한 복지

구역 설정

국고보조를 통한 시설정비비 

유도

재택간병지원센터의 설치

(1990) 행정 위탁사업.

결정권한은 시정촌

고령자 서비스 조정 회의

(1987), 행정은 사무국

2000 간병보험제도

(사회복지법 개정)

＜시정촌=보험자＞

영리법인의 재택부문 진출 

가능

결정권한을 케어 매니저에게 

이행

‘지역케어회의’로 승계(기능 

불완전)

2006 개정 간병보험제도

(장애인 자립지원법)

＜시정촌=일부의 지정제

한＞

‘일상생활권역’의 계획 상의 

설정

지역밀착형 서비스의 계획

적인 유도＝국가의 ‘지역간

병•복지공간정비’ 교부금

케어 매니저(간병 필요)와 

‘지역포괄

케어센터’(지원 필요)로 분할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의한 

연계회의 개최

도달점(평가)

‘일상생활권역’의 개념은 보

급되어 있음.

중학교 구역에서의 완결성은 

미달성.

수익성 부족 지역으로의 진

출을 유도할 수만은 없다.

케어 매니저와 ‘지역포괄케

어센터’의 역할이 불명확. 케

어 매니저의 자질 문제

간병보험제도 하에서 제휴의 

장을 만드는 것에 성공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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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접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자원의 종류라는 3단계로 구분해서 그림1을 작성했다. 1990년 당시는 ‘요개호’ 고령자라는 카테고

리에서 개호지원과 생활지원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았고 이용자의 자격부여는 행정이 관여하고 있었다. 재택개호를 지원하기 위해

서 행정창구가 아니라 시설 등의 복지서비스자원에 병설하는 형태로 ‘재택개호지원센터’가 배치되었다. 그 후에 케어 매니지먼트의 

도입을 위한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되었다. 2000년의 개호보험제도에서는 요개호의 인정이 시행되어 인정자의 이

용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계약을 촉진시킨다는 점 때문에 케어 매니저에게 결정권한이 이행되어 행정에 의한 접근지원제도는 사라

지게 되었다. 인정 이외에 대한 지원은 행정이 계속 보유하게 되었다. 2006년의 개정에서 경도의 개호인정(요지원)이 세분화되는 

동시에, 인정 이외에 대한 지원도 개호보험제도에 합쳐지게 되어 이 사항들에 대한 대응도 하기 위해 재택개호지원센터를 대신해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도입되었다. 요개호에 대해서는 케어 매니저에 의한 결정이 유지되었고 요지원에 대해서는 지역포괄지원센터

가 담당한다는 복잡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게다가 인정 이외의 위험군에 대해서도 개호보험재원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이 도입되

었고 그 접근도 지역포괄지원센터가 담당하게 되었다.

서비스조직 간의 연계에 의한 지원에 대해서는 1990년대에 기능했던 조정팀 회의는 개호보험제도에서는 재현되지 않았고 지역포괄

지원센터에 학대 등의 어려운 케이스의 연계는 도입되었다. 보험원리에서 ‘연계를 위한 회의’의 운영을 어떤 연계 비용으로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개호보험제도와 요지원의 케어 플랜을 케어 매니저가 작성하고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

의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데 전념해야 한다는 개선방법도 제안되고 있다.

 

<그림１>　이용자와 서비스자원 접근방법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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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학교 단위의 복지서비스 전달 자원의 실적

중학교 구역이라는 단위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하나의 도달점을 설명하는 데이터를 소개한다(그림2). 개호

보험제도에 의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평균수치에 불과하므로 지역 간의 격차문제는 표면화되지 않는다.

<그림2>

4. 지역복지라는 운영시스템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인지증(치매) 고령자의 과제에 대한 대응

2011년은 개호보험 사업계획이 3년마다 개정되는 해이다. 국가가 제시하는 방침은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강화이다. 지역포괄 케

어시스템이란 ‘욕구에 대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활상의 안전•안심•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와 간병은 

물론,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를 일상생활의 장(일상생활권역)에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적인 체제’이다. 

재가와 의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복지를 넘어서는 ‘포괄성’과 생활지원서비스라는 새로운 지역주민의 자발성을 활용하는 지원영역

을 포함시킨 ‘지역성’을 가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톱다운에 의한 계획방침으로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명시되지 않아 설계주의

적인 방침이 되었다. 이 방침이 구체적인 정책에 의해 유도되게 되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지역복지의 운영의 본질 때문에 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제는 다음의 두 관점에서 지적할 필요가 있다. ‘포괄성’의 지향에서는 

개호보험제도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이기 때문에 대상 별로 종단적 구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횡단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한 가지는 ‘지역성’의 지향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활동 참가나 운영 참가라는 식으로 접근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지자체를 단위로 해서 ‘공생형 케어’의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필자의 ‘공생형 케어’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면, ‘①지역 

내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의 거주지를 확보하고, ②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등으로 대상

에 제약을 두지 않고, ③그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커뮤니티로 만들어가는 운영’이다. 대상의 횡

단화가 포괄성의 한 가지 요소라고 하면, 서비스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원스톱 종합상담구조라는 점에서 횡단화도 중요하고 지역포괄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조건은 

열악하다. 횡단화와 관련된 포괄성에 대해서는 이 이상은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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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논점인 새로운 활동주체로서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방법에 대해, 필자의 틀을 제시하면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새로운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관점에서 지역주민참가의 과제를 정리하면 그림3과 같은 관

계로 파악할 수 있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A 벡터는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대표되는 것처럼 소규모의 다기능형 재택개호와 그룹 홈 등 ‘커뮤니티 내에

서’ 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의 보급이다. 한편, ‘커뮤니티 액션’이라는 B 벡터는 커뮤니티의 멤버인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문

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는 활동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지원사업’의 활동주체가 ‘커뮤니티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새로운 ‘생활지원 서비스’도 이와 같은 벡터의 구조로 적용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운영참가’라는 C 벡터는 예를 들면 

‘지역밀착형 서비스’의 운영, 현재의 제도에서는 ‘운영추진협의회’의 멤버로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 3개의 벡터는 인지증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기대가 크다. 개호보험제도에서도 인지증 

고령자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하면서 2개의 벡터가 진행되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벗어난 시설에서의 케어가 아니라 커뮤니티와 

관계가 있는 공간에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시내

의 그룹 홈 설치, 위성형의 시설 케어, 소규모의 다기능형 서비스 등의 방법들이 채용되어 왔다. 이들은 모두 A 벡터에 상당하는 것

으로, 일본형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의 대처에 지역주민이 활동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형성에서는 ①일상생활권역(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 밀착된 케어를 제공하

면서(＝커뮤니티를 공간으로 보고 그 안에서 복지자원을 확보한다. 즉 위 그림에서 두 원의 교차영역) ②전문직에 의한 제공(커뮤니

티 이외에서 복지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케어로 제공＝벡터 Ａ)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활동에 참가해서 제공(커뮤

니티 액션＝벡터 Ｂ)하는 것으로도 실현된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더해서 ③이 두 복지자원의 활동주체와는 다른 지

역주민이 이들의 운영에 참가하게 되고(지역운영참가＝벡터 Ｃ). 그 결과로 ④이용자의 지역사회에서 관계확대를 실현해가는 것(사

회복지법의 제4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복지의 추진목적이다)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용방법에는 이 지역

주민이 운영에 참가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초자치체의 복지행정의 조직구조와 재원확보에서 지역복지행정 측이 지역포괄케어를 견인하고자 하는, 개호행정에 미치

는 임팩트는 결코 강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검토가 분권적인 복지행정의 운영에 

결부되는 것을 시야에 둔다고 하면, 이 기초자치체의 복지행정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해진다. 복지서비스 전달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운영측면에서 지역성의 평가시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은 이용자로서 개별적인 선택은 물론, 지역에 밀착된 

서비스 양식의 공동적인 선택을 원하고 있다. 이를 중시하면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지역복지행정에 이와 같은 복

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종합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게다가 새롭게 복지제도에서 배제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과 NPO법인이 새로운 접근방식이나 참가의 ‘계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실적과 유용성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조직 또는 제도 자체의 배제성을 개선해가는 것도 지역복지행정에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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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의 기회부터 배제한다는 것을 문제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는 당사자가 ‘표명’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함에 있어

서 지역복지의 과제가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인지증 고령자를 간병하는 가족들의 운동에서 이런 배제의 과정을 극복해온 경위를 

발견할 수 있다. 가족회의나 그 OB가 다양한 ‘표명’기회를 활용해서 활동하는 것이 앞서 말한 지역밀착형 서비스의 보급과 운영참

가에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스스로가 서비스의 제공주체로 등장해서 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권리옹호에 참여하고 있다.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에 역점을 두고 이를 원조하는 서비스 강화와 대행자 확보를 과제로 하기보다, 지니고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그 지원을 정책 과제로 하는 발상이 중요하며, 그러한 발상은 당사자의 ‘표명’과 대변자의 참가에 의해 유지된다. 그러므로 복지서비

스 전달체계의 운용방법에서도 이 시점을 가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새로운 과제는 이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운영참가의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아닐까. 보험원리로 전문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가 주도하는 네트워크화가 아닌, 이용자와 개호자의 운영참가를 계기로 한 네트

워크화가 실현 가능할 수 있다. 공간적 배치(①,②)와 접근구조(③,④)라는 두 구분도 지역주민과 당사자의 운영참가를 중시하면 지

금까지 정리해온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시키는 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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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a Community-based Welfare Delivery System in Japan

Prospects of introducing a community welfare operation system

1. Distinctive features of the Japanese Welfare System in a Global Context
Internal comparative study revealed that Japan’s welfare delivery system has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First, Japan established its welfare delivery system by target groups and each target group is supported by different 

financial resources. While establishing the system, Japan went through much trial and error, but had its first success 

in providing welfare to the elderly. The financial resource to deliver welfare service to the elderly is not from a tax-

based social welfare system, but from care insurance, a type of social insurance (Table.1). For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care insurance was tried as well, however, currently the service is funded with taxes. With the adoption 

of Care Management the framework of delivering services shares a lot of similarities from one target group to 

another.

Second, the welfare delivery service system is held responsible by municipalities – cities, towns and villages and they 

are the insurers. When cities, towns and villages are sometimes unable to run the welfare deliver service system, 

they form an alliance with other municipalities. Although efforts to merge municipalities are now underway, Japan 

still has 1,723 municipalities. There are 47 prefectural governments and among them, Hokkaido has the greatest 

number of municipalities at 178 while Toyama at 15, the fewest. Some say it would be more financially stable for 

prefectural governments to be the insurer, however, the policy decision took the view of the delivery of welfare 

service, cities, towns and villages should be the insurers because they are the closest to the insured. A decentralized 

system  is certainly possible in that cities, towns and villages set insurance premiums on their own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still maintains a central grip on them with regulation as it 

sets welfare service standards in detail and even more detailed guidelines to the care of insurance plan that cities, 

towns and villages release every three years. Service discrepancy is possible as the quality or coverage of welfare 

services can differ from one area to the next and when the number of people who use welfare facilities grows, care 

insurance premiums could rise. So the task remains for municipalities to bring a level of fairness to welfare areas.

Third, Japan has a community-based welfare service system seen on Table.1 (C. community service). For a 

community-oriented welfare service, Japan encouraged local residents in its policy to participate in a welfare 

delivery system and developed a new area of welfare services, called citizen participatory in-home welfare services 

(jumin sankagata zaitaku fukushi saabisu). For the diversification of welfare service, two-pronged efforts to 

include private welfare and a community-oriented welfare service have been underway. Some have criticized the 

community-based welfare service as a system that shifts public responsibility onto the citizens. However,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cknowledged as a new system to reduce the rigidity of Japan as a welfare state. Article 4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Law of Japan -Promotion of local welfare services- stipulates "Community residents, 

operators of businesses aimed to provide welfare services to local residents or those engaged in activities related 

to social welfare shall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promote community welfare so that local residents in need 

of welfare services may be able to lead their lives as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to obtain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all areas including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ields." So now cities, towns and villages need 

to come up with plans to better promote community welfare and ensure that Article 4 is observed by clar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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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s’ roles and participation in the welfare delivery system as the policy paradigm is shifting toward social 

inclusion. As of now, 60 percent of cities, towns and villages have their plans in place. Since the end of March 2009, 

63.6% of cities and 27.1% of towns and villages had a community welfare plan in place.

While on the topic of the welfare delivery system at this time, the Livelihood Assistance System, a part of public 

assistance that guarantees minimum standards of living for those living in poverty will not be included as livelihood 

assistance is mainly about providing money. Now as the number of recipients of livelihood assistance is rapidly 

rising, some service programs to help in self-support have been adopted. In that sense, there is a need for an 

effective delivery system to provide not just money but also more various service assistance. 

Table1. Three Systems Compared

2. Development Process of Welfare Delivery System from “Operational” Perspective

1) Operational Framework of Welfare Delivery System

When discussing the welfare delivery system one cannot help avoiding ‘Operational’ aspect. The following are the 

ways to enable the welfare delivery system at the municipality level –cities, towns and villages – and they are not 

part of theoretic framework but are tried and substantiated case studies while Japan went through much trial and 

error. 

To run a welfare delivery system, at least the following four qualities should be considered ① how to set the 

placement unit for the welfare service area to guarantee integration of the welfare service, ② how to diversify 

the organizations that deliver welfare service, ③how to secure care management organization for user assessment 

and ④how to ensure close links and partnerships among diversifying welfare service organizations. The above 

four qualitie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first, spatial arrangement or placement of service organizations 

Ａ　Care Insurance
2000.4.　

Amended 2006.4.

Ｂ　Welfare for the Disabled
2006.10.

Ｃ　Community Welfare
2000.4.

2003.4.(took effect)

1. Municipalities welfare administrative 
body and resources

(same service at municipality level)

Care Insurance administration 
(Insurer +Care Insurance 

administration)
Care insurance resource (tax 
= Nationwide 25%, prefectural 
government 12.5%, municipality 
12.5%, insurance premium 50%)

Subsidy for welfare for the disabled
 Nationwide 50％, prefectural 

government 25％, municipality 25％)

Community welfare administration 
(not defined in some prefectural 

governments)
Independent resources (subsidies 

from prefectural government to attract 
service providers)

2. Service provider and resources

From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o for-profit groups (designated 
by the prefectural government• 

municipality)
10% of Care fee went to taxes

From social welfare organization to 
non-profit groups (designated by 

prefectural government 10% of Care 
fee went to taxes

From social welfare organization to 
resident groups

Commission fee or volunteer

3. Planning implementation
Care Insurance Project (Central 

government guidelines, 
target=abolished in 2011)

Welfare plan for the disabled 
(guideline by the central government)

Community welfare plan
(country’s policy guidelines, 

prefectural government’s guidelines)

4. Assessment
1) Quality control

①Condition check： audit (prefectural 
government• municipality), 

information disclosure(mandatory＝to 
be abolished in 2011)

②Quality improvement：by third 
party (prefectural government)

①Condition check： audit 
(prefectural government)

2) Performance
 Evaluation

Central government to release its 
policy target to be abolished b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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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ovide better service to recipients(①, ②) and second, improving recipients’ access to welfare service by linking 

various services provided(③, ④).

2) Development of welfare delivery system and changes in the operational system

In Japan, the welfare delivery system has gone through three phases to become what it is today. (Table 2). Then 

what changes have been made to the above-mentioned four operational qualities in each phase?

To understand the process the welfare delivery system has been deployed in Japan, I set the starting point at the 

1989 Gold Plan, the plan to align service resources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1990 amendment of the 

Eight Welfare-related Laws including the amendment of Welfare Laws for the Elderly, which delegated authority 

to run the welfare delivery system to cities, towns and villages. In 1987, to link different welfare services from an 

operation perspective, or more particularly users’ access to the service, the “Elderly Service Coordination Council” 

was formed and the In-Home Care Support Center was set up in 1990. At the In-Home Care Support Center, the 

organization that supports recipients’ use of services is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administrative system. 

At the time, a total of 10,000 in-home care support centers were supposed to be set up, one for each middle school 

district. 

Table 2.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Welfare delivery system 

In the second phase, 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 was introduced to improve the quantity of service, secure 

financial resources and give more choice to users. Also with the amendment of the Social Welfare Act,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users of the care service, a Grievance Committee was set up and a disclosure of care service 

information and and the Right Protection Project were started. As Long Term Care Insurance was adopted, the right 

Three phases
①Setting up the Welfare 

Service Area
②How to Attract Service 

Provider

③Who has the authority to 
decide who needs what 

care and who will support 
recipients?

④Partnership
/Alliance

1989 Gold Plan
1990 Amendment of Eight 

Welfare-related Laws 
including Welfare Laws for 

the Elderly 
＜municipalities=responsible 

party＞

setting welfare service areas 
according to Elderly Welfare 

Plan
With government subsidies

In home care support center 
established (1990), recipient 
support was commissioned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ve body.

Authority for decision at 
municipalities

Elderly Service Coordination 
Council (1987), administrative 

work done by secretariat

2000　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

(Amendment of Social 
Welfare Law)

＜municipalities=the insurer＞

For-profit organizations were 
allowed for the in-home care 

market

Authority for decision went to 
care manager

Succeeded by ‘community 
care meeting’(not fully 

functional)

2006 Amended 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 

(Law to Support  Self Support 
of the disabled)

＜municipalities=restricted 
in some aspects of decision 

making＞

‘daily life area’ in the plan 

Intentionally attract community 
welfare service provider
＝government grant for 
community care and 

alignment of welfare area

care manager decides who 
needs care and community 
general care center decides 

who needs support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held alliance/
partnership meeting

Assessment

The concept of ‘daily life 
area’ took root.

Lacks completion in setting 
Welfare area by each Middle 

school district.

Failed to attract welfare 
service providers to all areas 

with low profitability

Role of care manger and 
Community General Center 
was blurred/issue with care 

manager’s qualities

Not successfully arranged 
partnership venue based on 

Car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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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cide who could be the recipients of the service was shifted from an administrative body to a “Care Manager” 

and limit regulating how much service one can use was set in order to keep the use of service at an adequate level.  

.

In the third phase, with the amendment of Long Term Care Insurance in 2006, service was expanded to a certain 

quantitative level and then more importance was placed on making welfare service possible within the vicinity 

of those in need of the service, which led to the adoption of community care service. And the authority for 

community care service was delegated to cities, towns and villages. As community care service is designed to 

provide care service to those in need in their vicinity they are accustomed to around the clock, care service centers 

to be set up within the areas where they lead their everyday lives. In addition, as Long Term care Insurance 

spreads,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elderly welfare is reduced, leaving the elderly who did not require 

immediate care vulnerable. To address that, under Long Term Care Insurance, the prevention-based program for 

care preventive services, also known as Community Support Programs, and caregiver support programs were more 

emphasized than before. (To be further explained below). However, such programs complicated Long Term Care 

Insurance, and brought confusion to the approach needed to understand the welfare delivery system. 

  

3. The Development of Care Servi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lacement of Service Organizations 
    and a Link to Different Services

1) Placement of Service Groups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patial arrangement(①, ②) is as follows.

In 1990, a middle school district was set as a unit to allocate & set up a Day Service Center and In-Home Care 

Support Center. In 2000, with the adoption of Long Term Care Insurance, regulations on at-home care were eased, 

allowing new entrants into the market such as for-profit groups. With the new entries, as it was considered possible 

for the care service market to cover a larger region, prefectural governments took over the care service. As a result, 

municipalities’ policy of setting up care centers based on middle school district lost its reasonable grounds. After 

2006, Japan adopted a new category of community care service including small-scale, multi-purpose in-home care 

and planned a self-sufficient system where the demand and supply of care service is met within one welfare area 

by setting up a “daily life area” and ensuring the same care service is provided within the same area. As a part of 

efforts to realize the self-sufficient system, Japan introduced an imbalanced allocation of subsidies for community 

care and the alignment of welfare service district in favor of those municipalities- the insurer –of which the Care 

Insurance Project has a priority for community care.

2) Process to access care service(③, ④)

Changes in the process of accessing financial resources for care services are closely linked to how to determine 

the service recipient. To better explain the point, Picture 1 describes the process in three aspects – recipient, 

access to service resources and service resources available. In 1990, recipients were the elderly who required care 

services. Around that time, there wa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care service and livelihood support and the 

government administrative system decided what care service would be provided to whom. To support in home 

care, a Home Support Center was set up, which was not run by a government administrative body but by welfare 

service resources together with facilities-based service. Through the process, Japan gained the know-how for the 

introduction of care management. In 2000, under 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 the recipient category was 

divided into two –those who require immediate care and those who don’t. The authority to decide who requires 

immediate service was delegated to Care Manager. However, all other support still remained at the government 

administrative system. In 2006, among recipients, those who are determined as requiring futher services are further 

classified into “requiring support” and “requiring care”. And support for those who are not acknowledged as 

requiring services was also provided under Public Long Term Insurance. As the scope of service expanded, In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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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Centers were replaced by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s. Since care managers still decided who 

required “care” while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s decided who was in need of “support,” the process 

became complicated. For those who were not categorized as requiring services but were exposed to risk were also 

supported under the Community Support Program with financial resources for 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 and 

access of recipients to the service was decided by the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As for support through an alliance or partnership among service groups, which was sought via the Coordination 

Team Council which performed the function in 1990, it was not realized under 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 

Alliance were formed via the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only for difficult and tough cases, such as abuse. 

However, as for the costs to run the “meeting for alliance,” who should bear how much remains to be solved. 

Some suggest that it would be better for care managers to come up with a care plan for 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 and for those who require support while the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needs to dedicate itself 

to forming a community network.

 

Picture1. Change in users and approaches to service resources

3) Welfare service delivery based on the placement unit of junior high schools

Picture 2 describes the process of welfare service delivery based on the unit of junior high schools, mainl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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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under 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 The picture shows average figures, so this paper will not discuss the 

differences among each care district. 

 

Picture 2.

4. Operation system of community welfare services and the welfare delivery system
    – task to deal with elderly citizens with dementia
.

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 plans are amended every three years and 2011 will witness another amendment. 

Japan’s guideline for the amendment is “beefing up the community comprehensive care system.” The community 

comprehensive care system is a local welfare system where housing is provided that meets the needs of residents 

and in order to secure safety, relief and health, a variety of support and welfare services including medical service 

and care are offered in the area where residents lead their daily lives. It is more comprehensive than welfare service 

in that its service includes housing and medical service and it is more local because of its daily life support service, 

it requires the role and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However, it has a top-down mechanism but does not have 

a specific action plan to realize its purpose. When the guidelines are carried out with specific policies, it will bring 

significant changes in the welfare delivery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desirable operations of community welfare, the welfare delivery system for community 

comprehensive care has two tasks. First, since 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 takes center stage in delivering 

welfare service, the delivery system is vertical in structure. So in order to achieve comprehensiveness, more 

horizontal activities are necessary. The other task is that community welfare needs to systematically approach 

residents’ participation in its operation to achieve locality.

For the first task, prefectural governments are seeking symbiotic care. Let me define symbiotic care. First, its sec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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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all residence from which people can lead comfortable lives, second, it makes welfare facilities and services 

available to those who want to make use of them regardless of their age or handicap. Third, run the residence to 

become a new community where people live together with each other. Ensuring the horizontal access of welfare 

service by anyone within the community poses an important task in the welfare delivery system since service 

resources must be also considered. A more horizontal structure is important in providing a one-stop counseling 

service, and a community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is expected to develop to play this one-stop counseling 

role, however, current conditions are lacking. This paper would stop at this and not discuss comprehensiveness 

further with regard to making the current structure more horizontal.  

As for the other task of ensuring the role of local resident, I would like to present my own framework and conclude 

discussion on the tasks faced by welfare delivery system. Picture 3 describes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from the 

viewpoint of a community-based welfare delivery system, 

 

Vector A or Community Care is about providing services such as small-scale, multi-purpose in home care services and 

group homes to realize care within the community. Vector B or Community Action is about residents participating 

in solving community issues on their own, for example, the election of a representative of the community by 

resident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ommunity support program. It is highly likely that a new “Daily Life Support 

Service” would have similar structure. The Vector C, Participation in Operation is about residents participating, for 

example, in running community services as a member of an “Operational Council.”

Those three vectors compose a community-based welfare delivery system for the elderly citizens with dementia. 

And under 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 two vectors are playing their roles, especially for elderly patients with 

dementia. It has been required that care should be provided within the community, not from facilities away from 

the community. To ensure that, various methods have been introduced including setting up a group home in an 

urban, satellite-type facility care and small-scale, multi-purpose service, which are all categorized into Vector A, 

giving rise to unique Japanese type community care. In dealing with such community care, residents emerge to take 

responsibility.   

In forming a community welfare delivery system, ①community care is provided to residents in their vicinity (= 

consider community as a space and secure welfare resources to within the community, the area where the two 

circles overlap the picture above) ② the service is not only provided to those with have expertise (Vector A, 

community care and it is not about securing welfare resource outside the community) but also by residents within 

the community (Vector B, Community Action). But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③ together with Vector A and 

Vector B, which takes care of services and secures welfare resources, other residents participate in operations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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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nsuring those in need of welfare services are able to lead there daily lives as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④ exp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ty in various fields, which is the purpose of community welfare 

stipulated in Article 4 of the Social Welfare Act. In operating a community-based welfare delivery system, residents’ 

participation in operation is quintessential. 

In fact, when the welfare structure of municipalities and their effort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community welfare systems could never make a big impact on 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 Even 

so,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mmunity welfare delivery system is linked to the operation of a decentralized 

welfare administration, it becomes necessary to change the welfare administrative structure of municipalities. It is 

important to assess locality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ectiveness of delivering a welfare service, but 

from of its operation. As users of a welfare service, local residents want to choose a community-based service as a 

community as well as have personal choice. When emphasis is put on giving the community a choice, they would be 

more satisfied with the welfare delivery system. It is also important for a Community welfare system to define itself 

to play an additional role as a department in charge of the general operations of a welfare delivery system. 

In additio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NPOs are now raising valid questions about exclusion from the 

welfare system, the community welfare system needs to address whether it excludes someone from its services in 

its administrative process or operation system. As of now, what is considered a problem is some are denied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opinions. And when such problem is addressed and they are given opportunities to 

express themselves, social exclusion still remains as a task for community welfare. In Japan, families who provided 

care for elderly members with dementia already overcame such exclusion by forming networks and alliances. They 

conducted family meetings and expressed their thinking at variable opportunities, which led to a “daily life area” 

service and their participation in operation. They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ervice, securing more service users and 

protecting users’ rights. Policy tends to put an emphasis on addressing the needs of people who do not have the 

ability to function properly and require special care by strengthening comprehensive services and securing persons 

who would deliver opinions on their behalf. However, setting policy goals to support such people by considering 

them people with the ability to function as member of society is a new approach, But such an approach requires 

a clear expression of themselves and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ho would take actions on their behalf and it is 

necessary to bring this new approach to the operation of a welfare delivery system.

Now new tasks with regards to the welfare delivery system are about a community’s participation in running the 

system. At a time when it is difficult to link welfare institutions and make them to form a network, it is all about 

making possible a network of users and caregivers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operation. Although this paper 

looks into the welfare delivery system based on two categories of placement(①, ②) and access mechanism③, ④), 

when more emphasis is given to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then even the two different categories 

can be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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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sponse to Meeting the Challenge of Social Service Delivery conference them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ole of posttraumatic growth (PTG) and social work in existing integrated social service models in 

New York City (NYC). Preliminary investigations of the existing integrated service models in New York City address: 

comprehensive assessment, community partnerships, case management client-centeredness, well-being, holistic 

perspectives, strengths, self-efficacy, support systems, and cultural competency. This discussion intends to further the 

conversation stimulated within these empowerment practice models, collaboration with community models, and 

culturally-specific models. This discussion also aims to offer a brief summation of the empirical literature related to 

existing service models, highlight the role of PTG and social work within these models, and discuss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One model used to emphasize positive changes is the result of the struggle endured in surviving a traumatic event 

is posttraumatic growth (PTG). Tedeschi and Calhoun’s (1995)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refers to changes in 

self, in a sense of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in philosophy of life that can contribute the positive change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associated with abuse, immigration, secondary trauma and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for example, have been evidenced in NYC residents. Such examples underscore the need for dialogue and 

investigation of integrated service models employed throughout NYC.

The Role of Posttraumatic Growth and Social Work in Existing Social Service

Integrated Models in New York City (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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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국가간 비교 심포지엄 토론자료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노력: 무엇이 시도되었고 무엇이 시도되지 않았었는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신사회적 위험은 과거의 현급금여 중심의 사회복지제도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복지제도로의 변화를 유

도하고 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고용과 복지의 긴밀한 연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왔다.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은 1987년 63,119.5 백만원에서 

2008년 4,266,886.3 백만원으로 67.7배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보건복지예산(일반회계)이 1987년 1,021,339.2백만원에서 2008년 

24,366,315.9백만원으로 24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최근 5년간 

변화를 보면 노인복지서비스 예산의 가장 급격한 증가가 눈에 띈다.<그림 1>

<그림 1>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추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보건복지예산 현황과 전망 2008-II. 통계편.

최근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복지사업수 58.2%의 증가와 복지대상자수의 

157.6% 증가라는 지표에서도 나타난다.(강혜규, 2011.4)

그동안 사회복지현금급여와 서비스가 확대될 때 마다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증가되는 사업을 전달할 것인가는 심각하게 논의된 바

가 없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현금급여나 서비스의 확대논의에 포함되기 보다는 별개로 진행되어왔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분산되고, 난립함에 따라 서비스 중복, 서비스 단편성, 서비스 단절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

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비효과성과 비효율성을 줄이고 어떻게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현재 사회복지전

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노력이 계속 있어왔는데, 아직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가 왜 안되고 있는 것인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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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본인은 그동안 있어왔던 개편노력중에서 시도된 것과 시도되지 았았던 것을 구분해 보고 이로부터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우선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노력들은 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전달체계개편을 시도하였고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내

에서 다양한 부서별로 사업을 하고있는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개편은 시도하지 못

하였다. 이는 수요자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서간 장벽을 어떻게 허무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뜻한다.

둘째, 그동안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노력들은 관과 민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시군구의 서비스연계팀 한 

팀에 책임을 맡기는 것에 의존해오고, 그 지원체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하려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대상자에게 수

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직환경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는 관과 민이 협력

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주는 시스템마련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을 뜻한다.

셋째, 그동안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노력들은 사회복지업무의 세분화와 그에 따른 업무분담을 시도하여왔지만, 이 결과 나타

나는 서비스의 분절문제를 해결하여 서비스통합을 이루려는 시도는 못하였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사례관리를 조사-책정-변동

관리-사후관리등의 업무로 세분화하여 이에 따라 시군구와 읍면동의 업무를 구분하고, 조산팀-관리팀-서비스연계팀-사례관리요

원의 업무를 구분하여왔다. 이는 단위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는 기여한 바 있으나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는 서비스분절의 원인이 되

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업무의 세분화와 서비스통합을 어떻게 균형있게 달성할 것인가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넷째, 그동안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노력들은 지방화를 반영하여 중앙의 역할을 약화하고 지방의 역할은 강화하는 시도를 해왔지

만, 지방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하여 안정된 체계를 만들려는 시도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다섯째, 그동안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노력들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의 자활에 대해 민간기관인 자활센터에 연계하는 시도를 해

왔지만, 고용과 복지를 통합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주는 것은 시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용과 복지를 어떻게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복지를 만들어 낼 것인가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노력들은 일반행정조직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사회복지업무를 보도록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시도하여왔고,

사회복지업무만을 전담으로 독립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시도는 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상급자의 비전문적 슈퍼비전문제, 일반

행정직의 잦은 이동에 따른 업무의 비효과성과 비효율성, 사회복지직의 소진문제 등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감

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04녀부터 2년간 시도된 사회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업무만을 전담으로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자 한 최초의 시도였으나, 이 역시 상급직위에는 일반행정직을 두고,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전화하

게 되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보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과연 일반행정조직내에서 사회복지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과, 여전히 추구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아직 매우 중요한 핵심과제로 

남아있다.

강혜규박사가 파악한 현재 한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정학하고, 제안하는 개선방안도 합리적이고 적합하다. 현금급

여에서 서비스연계지원 및 사례관리 방식의 서비스업무변화, 일선창구의 기능강화, 복지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지원 및 책임관리의 

강화, 대상자관리의 강화 및 책임의 명확화, 지자체의 자립지원 업무 대폭 강화,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수행기반을 마련하는 것, 광역

지자체의 복지행정 기획 및 조정 기능강화 등의 제안들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방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을 수용

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모형이 한 두개가 아닐터인터 좀 더 구체적인 모형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고용과 복지를 통

합한 사례관리를 잘하고 있는 New Zealand의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Work & Income)의 사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홍선미교수가 보여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사례관리를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의 자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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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도로, 민관의 협력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사례관리가 현재 중앙정

부가하는 다양한 대상자들에 대한 보건, 복지, 교육 등의 사례관리사업들과 중복되고, 주민생활지원국의 통합사회복지서비스 사례

관리요원의 업무와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법적으로 볼 때

는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사회복지전문인력을 늘리거나 사회복지전담기관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

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지방정부에서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앙정부에 전달하여, 그를 해결하려는 노

력이 협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 지방정부의 새로운 전달체계 개편노력이 한시적인 시도로 끝나지 않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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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s to improv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Korea : 

what was tried and what was not?

New social risks faced by Korea is making it imperative to changes the nation's social welfare system, from giving 

out cash benefit to providing social services. A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s widening and social polarization is 

deepening in Korea, to make such changes in social welfare system, a closer link between employment and welfare 

has become all the more important,

To meet such needs, social welfare spending has rapidly increased in Korea. Social welfare service budget has gone 

up 67.7 times from W63.119 billion in 1987 to W4.26 trillion in 2008. Compared to total health and welfare budget 

(based on general account), which has increased by 24 times from W1.02 trillion to W24.366 trillion, social welfare 

budget increase is significant. Among the social welfare budget, budget for the elderly has recorded steepest rise 

for the past five years. (Fig.1)

<Fig. 1> trend of social welfare service budget

from Current Status of Health & Welfare Budget and Outlook 2008-II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hapter: Statistics)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in recent years is expecially significant. It is well illustrated in the statistics that 

Welfare programs have increased 58.2% and the number of welfare recipients has increased 157.6%. from 2006 to 

2010. (by Hyekyu Kang, April 2011)

Although so far cash benefits and services under social welfare have increased a lot, there has not been a serious 

discussion on how to deliver this new and rapidly increasing welfare. Discussion on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has remained as a different issue, isolated from the discussion on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cash benefit or 

service. However, as so many welfare service institutions and providers are out there, causing problems of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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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titive or duplicated services, one-off service or disconnection between services, now discussion on improving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s gaining more attention than ever before in order to reduce ineffectiveness and 

inefficiency in social delivery service and find how to provide recipient-oriented comprehensive service.

Then why recipient-oriented comprehensive service is not yet offered in Korea even with such efforts to improv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o find an inspiration on which direction future improvement effort needs to be 

made, I would like to review the improvement efforts made so far and check what was tried and what was not.

First of all, so far the efforts to improve Korea's 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focused on a better delivery 

system for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gram. As a result, efforts to link various departments under 

Korea's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for comprehensive service have not been made yet. It means that for 

recipient-oriented comprehensive service, the issue of how to remove barriers among different departments in the 

delivery system still remains.

Second, so far, integrating various social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public and private welfare institutions 

has been left only to each Service Link Team of city, county or district. As a part of effort to support Service Link 

Team's integration work, community welfare council was mobilized, however, creating general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a system to provide recipient-oriented comprehensive service has not been tried. It means that 

task remains for public and private groups to create such system for comprehensive service.

Third, efforts to improve 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have been focused on subdividing social welfare 

works into small categories and subsequently dividing up the work. However, no se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address resulting disconnection between services and provide comprehensive welfare services. For example, 

for a case of a recipi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gram, the process was subdivided into 4 categories of 

investigation, appropriation, change management and follow-up service and subsequently work responsibility 

of city, county, district and sub-district was divided up. There are Investigation Team, Management team, Service 

Link Team and case management staff and there is a clear line among their work responsibility. Certainly such 

subdivision helped work efficiency of each team, however, from service recipients' perspective, it has become 

the cause of service disconnection. So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subdividing welfare work and providing 

comprehensive & integrated service still remains as a task ahead of Korea.

Fourth, improving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has been tri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local bodies and community groups while reducing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there has not 

been enough attempts on the part of local bodies to closely cooperate and create a stable welfare delivery system 

at their level. So in restructuring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for improvement, role assignment for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bodies remains as a task.

Fifth, as a part of effort to improv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hose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gram have been linked to a private group of Self Help Center for their self-support, however, offering them case 

management service that links work & employment to welfare has not been tried. So how to integrate employment

and welfare and provide sustainable social welfare also still remains as a task.

Lastly, even with many attempts to improve 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so far, there has not been an 

attempt to set up a dedicated office to exclusively do social welfare work and as a result, the work is still done by 

social welfare officials in gen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t gives rise to many issues such as supervision by 

superiors who lacks expertise in welfare work, work inefficiency and ineffectiveness caused by frequent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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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eneral administrative officials and growing shortfall of social welfare officials, undermining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welfare delivery system as a whole.

Social Welfare Office, which was created in 2004 and lasted for the following 2 years, was the first attempt to set 

up a body that independently and exclusively does social welfare work, however, even in the office, senior position 

was held by general administrative officials. As the office suffered shortfalls of officials, it has become Resident 

Livelihood Support Bureau, and its performance never been seriously evaluated.

So It needs to be identified first whether social welfare work can be don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within gen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hen making a decision whether the nation should continue to go with the 

current system still remains as a critical task.

The problem of Korea's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dentified by Dr. Hyekyu Kang is accurate and her 

suggestion for improvement is reasonable and relevant. Changing current service from mainly giving out cash 

benefit to providing welfare service along with case management service,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front-

line office, providing better service support and taking stronger responsibility for service recipient, stronger 

recipient management and holding clear responsibility for the management, strengthening self-help support at 

local government level, creating a strong base for community-oriented welfare and beefing up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ability for planning & coordinating welfare administration are all important and necessary. However, 

there will be certainly more than on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model to embrace all the above improvement 

suggestions, it would be necessary to present more specific model together with the suggestions. I think many 

lessons can be learned from New Zealand's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Work & Income), in which case of 

employment and welfare integration is well managed.

Muhandolbom Center of Gyeonggi Province presented by Professor Seonmee Hong showed how it is possible to 

integrate case management and offer recipient-oriented comprehensive service with attempts of local bodies on 

their own and with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groups. However, since case management at

Muhandolbom Center is being overlapped with case management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various recipients 

in health, welfare and education, and duplicated with the work of officials at Resident Livelihood Support Bureau 

on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service case management, the system for case management as a whole needs to 

be checked and reorganized. As of now, legally, it not impossible for the head of upper level local government or 

lower level local government to increase the number of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or create a dedicated body that 

exclusively does social welfare work. However, such attempt does end successfully in reality, so local governments 

need to find out the reason first, let the central government know about it and then make concerted efforts to 

address the problem. Only then will the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to restructure welfare delivery system not end 

as one-off event and result in creating of a stable system.

Reference

Public Discussion for Welfare Service Improvement" by Hyekyu Kang.(2011. 4. 13) Ministry of Health & Welfare

Current status of Health & Welfare budget and outlook 2008-II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hapter: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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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논의

1. 시작하며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여년 이상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으며 많은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음. 하지만 여

전히 수많은 다양한 과제와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음.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과정에서 크게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모아짐. ‘어떻

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와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방법은 무엇인가’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음.

관련하여 강혜규박사는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새로운 지평의 모색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고민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최근의 변화를 고찰하였음. 또한 홍선미교수는 ‘경기도의 맞춤형 통합서비스전달체계 모형: 무한돌봄센

터의 의미와 성과’라는 주제로 지자체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과제를 논의하였음.

본 토론자는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전반적인 고민을 검토한 강박사님의 발표문과 구체적 사례를 논의한 홍교수님의 발표문이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종합적으로 토론하고자함.

2. 본문

복지행정에 대한 역사적 인식. 거시적 차원에서 강박사님의 발표내용 중에 문제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토론자의 

견해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함. 먼저 공공복지행정의 50년 간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지적

하고자 함.

한국 복지행정의 역사를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긍정적이고 다소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자 함. 자료 3쪽<표 1>을 보면 강박사

님은 ‘복지행정의 발아기’(60-87) → ‘복지행정의 성숙기’(88-99) → ‘복지행정의 도약기’(00-05) → ‘복지행정의 전환기’(06-09) 

→ ‘복지행정의 혁신기’(2010~ ) 로 구분함.

하지만 본 토론자는 시기구분을 ‘암흑기’(87년이전) -→ ‘발아기’(88-99) -→ ‘확장기 및 혼돈기’(00~ ) 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함.

강박사님의 인식은 한국의 복지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이미 성숙기 도약기를 거쳐 이미 혁신기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발전과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견해임. 이는 정부 홍보부서에서나 표현할 수 있는 안일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음. 

여전히 복지행정의 현실은 혼란과 혼돈 그리고 난마와 같이 얽힌 과제로 표현되는 것이 적절하다할 것임.

통제중심에서 수월성 중심의 전달체계개편. 최근 전달체계의 개편 동향과 관련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역할에 대한 기대와 가능

성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에 공감함. 하지만 현재의 개편 동향은 현금급여부문 중심의 ‘통제’에 초점이 두어졌으며 향후 조속히 ‘서비

스 질’과 ‘서비스의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민간중심의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방향. 복지서비스체계에서 ‘보호의 연속성’ (Continuity of care) 원칙은 효과적 복지서비스 개입

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 서비스개입은 중단 단절없이 서비스개입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효과성을 극대화 하여야 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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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공부문의 서비스개입은 특히 통합사례관리의 경우 연속성을 위협받기가 쉬움. 정치환경의 변화, 잦은 부서이동, 경직된 조

직문화 등이 원인이 될 것임. 따라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통합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공공은 급여, 민간은 복지서비스라

는 일종의 역할 분담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봄. 사실 통합 사례관리는 민간부문이 월등히 수월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왔음.

홍교수님이 발표한 경기도의 무한돌봄사례는 민간과 연계한 네트워크형 전달체계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참여하는 민

간부문의 인력이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범사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임.

공공부문의 수퍼바이저급 경력 사례관리자 확보. 7천명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업무부담을 대폭경감하고 체

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기대하도록 함. 하지만 경력이 없는 이들이 일선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오히려 

일부는 경력자로 선발하여 수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맺음말: 전달체계 개편?

- 총리실 산하의 고용복지청 설치운영. 급여 자활 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제공.

- 계약방식에 의한 민간연계

- 경력 전문사례관리자 직무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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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1. Introduction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ver Korea's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last 20 years, and indeed the 

system has went through numerous changes. Nevertheless, the system still faces challenges and limits.

At the center of the discussions on the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i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quantitativ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In sum, the questions brought up at this point are 

"how to develop more efficient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how to supply social welfare service in a more 

efficient way."

Concerning these issues, Dr. HyeKyu Kang highlighted the challenges facing Korea's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examined the recent changes in her presentation "Social Service Delivery 

of Korea: Seeking for the New Horizons." At the same time, in Prof. Seonmee Hong's presentation "Gyeonggi-do’s  

customized integrated service delivery model: Implications of the Moohandolbom Center," she introduced the local 

governments' cases and discussed the tasks to be dealt with.

I see that Dr. Kang's points on overall challenges facing Korea's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correlates with 

Professor Hong's analysis on concrete case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topic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2. Body

Historical view on welfare policy Although there are many points I agree with Dr. Kang when taking a broad 

view, I would like to talk about we disagree. First, it is her perception of the process the social welfare policy has 

gone through in the past 5 decades. I would say she somewhat overestimated the history with too passive and 

too affirmative view. Looking at the <table 1> on page 3 of the handout, Dr. Kang divided the history of welfare 

administration into

Emergence of welfare administration (1960~87) → Growing awareness of welfare administration (1988~1999) → 

Advance of welfare administration (2000~2005) → Transition of welfare administration (2006~2009) → Reform of 

welfare administration (2010~ )

However,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divide the history into

Dark Age (prior to 1987) → Emergence (1988~1999) → Expansion and confusion(2000~ )

According to Dr. Kang, Korea's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s already at a transition stage after going through 

stages of growing awareness and advance, which means Korea's welfare administration developed in an ideal way. 

Her view sounds like the easygoing government PR. The reality of Korea's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hould be 

described as a complicated and confusing challenge.

- Shift from control to manageability When it comes to the current trend in reorganizing the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I agree with the presenter's view in terms of expectation on the role of "integrated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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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management net" and its potentiality. However, in the ongoing reorganization, we see the "control" of 

cash welfare benefits is highly emphasized. Reorganiz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a way that "quality" and 

"manageability" of the service are secured.

Direction in creating a private sector-led 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 Concerning the social welfare service 

system, "continuity of care" is a essential principle to effective service intervention. Service intervention should 

be conducted according to an intervention plan without discontinuity to maximize its effectiveness. However, 

continuity is not fully guaranteed in the service intervention by the public sector, integrated case management 

particularly, due to political changes, frequent personnel rearrangement and rigid organizational culture. What 

needs to be done at this point is role sharing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rather than creation 

of a public sector-led 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 Through role sharing, I suggest the public sector be 

responsible for welfare benefit and the private sector take charge of service. As a matter of fact, it is a widely 

accepted fact that the private sector excels in integrated case management.

As a network-based delivery system in alliance with the private sector, the Muhandolbom(Unlimited Care) case of 

Gyeonggi-do Province in Professor Hong's presentation could serve as an alternative. But it would be nothing but a 

pilot project unless the private sector personnel are given job security.

Inviting case managers with a career in the field to the public sector The announcement of the plan to hire 7,000 

social workers raised our expectation on more recipient-oriented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with dramatically 

reduced work burden.

But I am skeptical whether those newly employed social workers will be capable in the forefront of social welfare 

service. When hiring social workers, the public sector should invite those with a career in the field so that they can 

lead others as a supervisor.

3. Conclusion: Reorganization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Establishment of Employment and Welfare Agency under Prime Minister's Office. Supply of integrated case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 related to welfare benefit from self-support.

Coordin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on the basis of contract

Development of case managers with a career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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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개

1. 시작하며

비교연구 및 해외사례 연구는 특정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검토되기도 함. 예를 들어, 복지국가의 발달요인, 복지국가 후퇴의 

요인들을 찾아낼 때 해외사례 검토 및 비교연구가 진행됨. 그러나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외국사례를 통해 배

워야할 점을 찾기 위해서임. 즉 해외의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접해 한국에 필요한 복지정책과 전략들을 찾기 위해서 해외사례

를 검토함.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외의 정책들이 한국에 무분별하게 적용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함. 때문에 해외사례를 검토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었던 조건, 평가와 과제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적 적용가능성을 살펴보

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본 심포지엄에서도 여러 해외사례가 소개되고 있으며, 본 토론문은 이 중에서 일본의 전달체계 관련된 부분에 집중함. 특히, 일본의 

지역포괄센터를 비롯해 한국 전달체계 발전에 시사점을 주는 부분들, 한국적 적용가능성과 관련된 몇 가지 점에 집중하고자 함.

2. 지역포괄지원센터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의 개정과정에서 구 단위에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함.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는 경증노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

니라 종합상담 및 확대방지 등 고령자 권리옹호 활동 (정보제공체계 구축), 사례관리 지원기능, 개호예방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이런 지역포괄지원센터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첫째, 지역사회의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임.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서는 노인층에게 다양한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담당권역 포괄케어회의, 시정촌 포괄케어회의, 도도부현 중심의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즉 지역포괄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지역사회 단위에서 다양한 자원의 연계를 위해 지역단위별 네트워크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임.

둘째,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사가 함께 근무함으로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이

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의 상당수는 의료적인 욕구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복지서

비스 전달체계 구축과정에서 복지와 보건의 연계는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함.

다만, 대상자별 전달체계의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일본은 개호보험 운영과정에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운영되

었기 때문에 노인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렇게 대상자별로 전달체계가 따로 운영될 경우 대상자별로 특수한 욕구가 있다는 

점, 서비스 지원의 전문성 확보가 용이할 수 있음. 그러나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아동, 여성 등의 경우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접근하

기 못해 별도의 전달체계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함. 또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노인들의 욕구는 다양하며, 다른 가족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인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전달체계 구성에 대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포괄지원센터 운영성과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네트워크 구축부분, 인력적인 부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반된 

평가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지역포괄지원센터에 대한 다양한 일본 사회내 평가를 듣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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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

현금급여와 복지서비스는 대상자에게 원스탑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즉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복지자원은 통합은 아니더라도 대

상자에게 필요한 현금과 복지서비스는 대상자에게 원스탑으로 제공되는 것이 접근성, 포괄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임.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는 보험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음. 즉 시군구 단위에서 보험가입자 관리, 보

험가입자에 대한 care plan 제시, 이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을 진행함으로서 시군단위에서 보험과 서비스에 대한 조정이 가능함. 이

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일본이 보험을 조합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군구가 보험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임.

반면, 한국은 통합방식의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사회보험은 통합방식으로 중앙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각 보험공단을 통해 대상

자관리 및 현금급여가 이뤄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시스템이지만, 시군구가 아닌 건강보험

공단을 중심으로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 제공기관이 관리되고 있음. 반면, 여러 사회복지서비스와 보험외의 현금급여는 읍면동을 중

심으로 제공되고 있음. 이와 같이 사회보험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분리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서 복지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임. 실제 지역사회 내에서 보험공단과 읍면동의 복지자원이 연계되는 경우가 극

히 드문 상황임.

한국의 통합방식의 사회보험은 조합간 불평등문제를 발생시키기 않으며, 위험분산을 위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긍정적임. 때문에 일

본과 달리 한국의 경우 전달체계의 구조상으로는 중앙중심의 사회보험과 읍면동중심의 복지서비스는 분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험과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분리된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여러 복지자원을 조정할 수 있고, 대상자는 원스탑으

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과 같은 거점기관에 

보험과 관련된 정보 공유, 사례회의 참여, 인력파견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

4. 지역주민의 참여

발표문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고 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

음. 그러나 지역주민의 참여는 단시간 내에 달성되기 어려운 부분임.

관련해 일본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과 전략들을 제시해주었으면 함.

5. 공생적 care

발표자의 공생적 care는 새로운 지역사회내 공동체의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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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Welfare Delivery System in Japan

1. Introduction

Comparative study and case studies of other countries are sometimes done to define a certain cause-and-effect 

relationship, such as, for example, reason behind the development of a welfare state or retreat of it. However, the 

foremost important reason of such studies would be to find a lesson from other countries' cases. Korea indeed 

looked into the various experiences that other countries went through in providing welfare services in order to 

learn and find what welfare policies and strategies were necessary to the nation.

However, in the process, polices of other countries were indiscreetly introduced to Korea, giving rise to various 

adverse side effects. So in reviewing overseas cases, wha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is to check the conditions 

and foundation that were laid in the country for such policy to be realized, how the policy is evaluated for its effect 

and what task remains after the policy and then assess whether the policy could be applied to Korea.

In the symposium, various cases of other countries are being introduced, and I would like to look into Japan's 

welfare delivery system in this discussion. Especially, I would like to focus on Japan's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and other elements in the delivery system, from which Korea can learn a lesson for its welfare delivery 

system development and check whether such elements can be applied to the nation.

2.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In Japan, in the process of amending Long-Term Care Insurance Law,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was set 

up in each town. In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support for the elderly with mild illness whose conditions 

are recognized not so serious is also provided and other various services are offered such as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Elderly including comprehensive counseling service and abuse prevention. (For such services, the Center has 

built a system for information provision.) The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also does Case Management on 

preventing the needs for care as well as preventive care and offers Case Management Support.

Japan's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gives an important lesson to Korea.

First, network building at each level of the region. To ensure various resources are closely linked for the elderly 

service,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is supported by Comprehensive Care Council at town level, Municipality 

Care Council and prefectural government network. So with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as a base point, a 

strong network is formed at each level, ensuring a variety of resources would be tightly linked in the region.

Second, in the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nurses and doctors work  together with social workers, offering 

well-connected health and welfare services required by the elderly. Since most of those who need welfare service 

also have medical service needs, linking welfare service and medical service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in 

building a welfare delivery system in Korea.

However,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it is better or worse to build welfare delivery system by each target group. 

In Japan, since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was set up in implementing Long-Term Insurance Ca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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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only focuses on the elderly. When welfare delivery system is separately operated for each target group, it is 

easier to offer more specialized service with expertise and meet certain needs that the target group specifically has. 

However, aside rom the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children and women are excluded from the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and subsequently it necessitates other welfare delivery systems. In addition, given the fact 

that the needs of the elderly who are exposed to risks are various and often linked to other family members as well,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delivery system that is currently limited to the elderly.

In addition, the performance of the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varies by each prefectu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y. In fact, many came up with different evaluation on the network building and the performance of 

workforce as well. So I would like to listen various opinions within the Japanese society on how they evaluate the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3. Social Insur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

One-stop service in offering Cash benefits and welfare service to the recipient is necessary. Maybe it is hard to 

integrate physical or spatial welfare resources, at least for cash benefits and welfare service, one-stop service is a 

better way to guarantee easy access, comprehensiveness and efficiency.

Japan's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is a good example to comprehensively approach to the insurance and 

welfare service at the same time. In Japan, municipalities do the management of the insured, present care plan for 

the insured and provide welfare service accordingly. Subsequently, it is possible to coordinate insurance and welfare 

service at municipality level. Such mechanism is possible in Japan as the nation runs insurance in multiple-payer 

system, allowing municipalities play an central role in running the insurance.

Meanwhile, Korea has a single-payer system for its social insurance,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manages 

social insurance and National InsuranceCooperation does the management of the insured as well as offers cash 

benefits.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provides services similar with Japan's, however, management of service 

providers & the recipients is done not by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but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operation. 

Aside from social insurance, other social welfare service and cash benefits (that is not from social insurance) are 

provided by sub-district offices. So social insurance and welfare delivery system is separated from each other 

in Korea, not only causing inconvenience to the recipients but also making it impossible to coordinate welfare 

resources at municipality level. In fact, it is very far and between for welfare resources of Insurance Cooperation 

and sub-district office are linked to each other.

Korea's single-payer social insurance system is constructive in that it eliminatesthe possibility of causing unfairness 

among different payers and good to build economy of scale for risk diversification. However, unlike in Japan, it is

inevitable in current delivery system of Korea for central government's social insurance and welfare service of sub-

district office to be kept separated.

Therefore, as the delivery systems of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rvice are kept separated in the current structure, 

it is necessary to build a system to enable municipality or local community would coordinate different welfare 

resources and recipients have one-stop welfare service. I think it is necessary toconsider sharing insurance-related 

information, holding case study meeting at and dispatching workforce to the base center such as the Gyeonggi 

Muhandolbom Center and Network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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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rticipation of residents

As the speaker said, in building recipient-oriented welfare delivery system,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community is essential. However,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s hard to be achie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So, I would like to listen more about what kinds of strategies and measures are being employed in Japan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5. Symbiotic Care

What the speaker meant by Symbiotic Care, seems to me, is forming a new community within the local community. 

Please explain more specif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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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아동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토론문1)

1. 들어가며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으로 미국에는 Head Start가 있고 영국에는 Sure Start가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아동조기

개입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소개되어왔고, 그 내용 또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뉴질랜드의 아동가족복

지 서비스 전달체계나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국내에 거의 알려진 정보가 없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국민소득은 거의 유사한 국가로서, 비록 인구는 남한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가족중심으로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백인 간의 문화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수인종의 고

유한 문화를 존중한 복지제도를 통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복지제도를 수행하고 있고, 이로써 다문화가 존중되고 백인과 원주민간

에 비교적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 뉴질랜드 아동복지와 Family Start

뉴질랜드의 아동복지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2)

• 아동에 초점(child-centered)을 둔 안전과 복지에 초점을 둔다.

• 가족이 자녀(아동)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한다.

• 가족과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명확히 하도록 보장하고, 충분한 정보와 근거에 기반해서(evidence based) 가족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계획한다.

• 가족이 아동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는 아동을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접근하고 있다. 가족은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임을 인지하면서, 가

족지원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3) 보다 효과적인 아동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탄생된 것이 ‘Family Start’이다.

뉴질랜드의 아동-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으로 Family Start가 있다. 이는 재가방문 중심의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으로 가

족의 강점모델을 활용하여 가족 및 아동문제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Family Start 프로그램은 기존의 파편화된 아동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원가족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효과적으로 아동

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특히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족의 강점을 살리는 ‘가족강점접근’

(Family Strength Approach)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고 아울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예방적' 가족 및 아동복지접근방법이다. Family Start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요약된다.

첫째,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가족이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이를 극대화하여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아동복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됨과 관련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의 자원에는 가족이 소유한 문화적전통도 포함되는데, 특히 원주민인 마오리족 등의 문화를 유지 발

전시키면서 이를 활용하여 가족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1) 본 토론문은 다음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김미숙. 2011. 뉴질랜드의 아동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 고찰:

   Family Start. . 제180호. 김미숙. 2011. 뉴질랜드의 아동사례관리 고찰. . 제181호.

2) Child Youth and Family (New Zealand). 내부자료.

3) 가족지원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1)

• 아동을 변화시킬 때 가족구성원도 변화한다.

•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기술을 제공할 때 가족이 변화한다.

• 개인 상담은 가족을 변화시킨다.

• 부모역량강화는 가족을 변화시킨다.

• 가족 지원을 통해 가족이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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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동기의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가족문제의 예방을 시도하고 있다. 즉, 아동문제는 조기에 개입할수

록 효과가 높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접근이다.

셋째, 이 프로그램은 고위험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표적화된 프로그램이다.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있는 고위험가족만을 대상으로 매우 개별화되고 전문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넷째, 총체적이고 연대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는 교육, 복지, 건강을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공공

과 민간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대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공공과 다양한 민간은 공통의 철학과 목

적을 추구하면서 개별가족의 문제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다.

3. Family Group Conference의 의의

뉴질랜드는 아동사례관리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Family Group Conference(FGC)를 도입한 국가이다. 즉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에 있

어서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하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가족의 의사 및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것

이다. 가족의사결정모델로 불리우는 이 개입방법은 뉴질랜드 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그리

고 최근에는 아시아 일부지역 등에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4)

뉴질랜드는 가족이라는 자원을 중심으로 아동사례관리를 시도한 최초의 국가이다. 사례관리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과거에는 

주로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외부인의 개입과 계획에 주로 의존하여 관리체계가 결정되었다면, Family Group Conference 도입 이

후 가족구성원은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동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 문제해결에

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들이 입증되었다. 가족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 문제해결의 효과는 배가되고, 국가적으로도 자

원의 절약 및 문제해결이 용이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GC는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그 명칭은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은 Family Guided Decision Making으로 명명하였고, 네

덜란드는 Own Power Conferences라고 하고 있다. 한편 독인은 청소년들을 위해 Family Group Conferences를 도입하였다.

4. 뉴질랜드 사례가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는 예방적 접근방법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정책은 대부분은 사후치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

방적 접근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서 쉽사리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뉴질랜드 사

례를 통해서 예방적 복지정책의 수행방법과 용이성을 고찰하여 국내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에의 도입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최근의 복지 이슈 중의 하나는 보다 개별화되고 맞춤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다. 지금까지의 일괄적인 소득지원과 현물제공에서 

한 단계 진보하여 이제는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기반한 복지제공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의 필요와 사회적 자원을 잘 매

칭시켜주는 것이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이다. 사례관리가 제대로 수행될 때 사회서비스 대상자들의 욕구 해결이 보다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에서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공공영역에서 사례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에 대한 밀착된 관리를 통해서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동사례관리는 공공에서는 드림스타트를 중

심 수행되고 있고, 위스타트, 시소와 그네, 아동보호전문기관, 우리 아이희망네트워크 등 민간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아동은 사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별 아동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동문제는 심각해지고, 복지수준은 떨어지게 된다. 더욱이 아동은 가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가족복지는 곧 아동의 복지와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사례관리는 아동에 대한 개입을 

중심으로 하고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족의 참여’를 허용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4) 정은주. 2008. 한국 아동보호체계에 있어서의 가족의사결정모델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뉴질랜드의 패밀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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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시작한 FGC는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몇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아동문제를 가족성원의 결정에 맡길 

때, 국가의 책임이 약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가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과연 가족이 회의를 통해서 아동문제에 

제대로 개입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주의와 친권이 강한 상황에서는 아동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의 개입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문제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고, 주위 자원소재를 알고 있으며, 아울러 아동의 건강이 가족으로부터 나온

다는 점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문제개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서도 시험적으로 도입해 볼 만하다

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을 위한 전달체계로서 드림스타트가 있고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다. 한편 

아동을 위한 민간기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스타트, 시소와 그네,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개별적으로는 매우 우수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관간 네트웍이 취약하고 공공과 민간 간의 역할 상의 차

이가 미약하다는데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는 국가의 보호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의 방치된 아동이 많고, 다른 측면으로는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중복

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예방보다는 사후치료적 측면이 대부분

이라는데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예방적 복지서비스제도 도입에 대해 본격적으로 도입을 진단할 단계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고위험에 처한 아동이 발견부터 사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밀착된 서비스 제공체계가 필

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접근을 가지고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된다.

룹컨퍼런스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7호.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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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Paper on Child and Family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in New Zealand1)

1. Introduction

As an early intervention program for child, the US and UK have implemented Head Start and Sure Start respectively. 

Widely known in Korea as exemplary early intervention programs, many know about them in detail. In contrast, 

New Zealand's child and family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or program launched in the end of the 1990s is little 

known.

Although recording GDP as high as Korea's, New Zealand's population is less than 1/10 of Korea's. But the country 

has developed practical family-centered welfare systems for child and family. In particular, to overcome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Maori and NZ European, the country has successfully carried out welfare service programs 

by using culturally appropriate and competent tools. It is estimated that the system has contributed to relatively 

friendly and peaceful relationship between Maori and NZ European, upholding multiculturalism.

2. Child Welfare and Family Start in New Zealand

New Zealand promotes child welfare practice that2)

• is child-centered, safety and welfare focused

• builds up and supports the capability of families to better care for their children

• ensures that decisions are made clearly and accurately on specific issues with families, supports them and develops

   a service plan on the basis of sufficient information and evidence

• encourages active family participation and family-led decision making that affect children

As shown above, New Zealand approaches children with their family. In a recognition that family is the optimal unit 

to take care of children, New Zealand seeks to help children be safe and thrive through family support.3) "Family 

Start"was created in an attempt to establish more effective child welfare system.

Family Start is New Zealand's child and family welfare service. As a home-based, early intervention program for 

children, it is aimed at preventing families and children from suffering abuse or harm by capitalizing on family

strength model.

Family Start is designed to organically connect existing child care programs and maximize the function of family so 

as to establish an effective child welfare measures. Notably, to meet the needs of family, the program takes "Family

Strength Approach," which is to improve the family strength. In this sense, it is a "preventive" approach to child 

and family welfare in that it is family-based, spots a problem at the early stage and resolves it through early 

intervention. To sum up, the features of Family Start are as follows.

1) This discussion paper is a summary of the following studies. Kim Mi-sook, "Study on New Zealand's Child and Family Welfare Service 
Program: Family Start,"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No. 180, 2011. Kim Mi-sook, "Study on New Zealand's Child Case Management,"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No. 181, 2011.
2) Child Youth and Family (New Zealand). Internal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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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it aims to build up the capability of family for problem-solving on the assumption that family has resources. 

It also provides parenting information with an emphasis on that parents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heir 

children's wellbeing. Since family resources include cultural tradition, the program approaches family problems by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 culture of ethnic groups, such as Maori.

Secondly, well aware of the importance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it attempts to prevent family problems 

from rising, which means that the earlier intervention begins, the more effective it is.

Thirdly, it is a targeted program for family at high risk. When the family with children is at high risk, a differential 

and specialized intervention begins.

And fourthly, it takes a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approach, covering education, welfare and health and 

working with a range of private agencies. Sharing philosophy and goals,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have 

dealt with family problems effectively.

3. Significance of Family Group Conference

New Zealand is the first country adopting Family Group Conference(FGC) when it comes to child case management. 

It protect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in their family, capitalizing on the resources their family has and 

reflecting family's intention and needs to the utmost. Called family-led decision making model, FGC was introduced 

in the US, UK, Israel, Sweden, Norway and South Africa. Recently, some Asian countries embraced it.4)

New Zealand is also the first to try child case management with a focus on family. Although case management had 

existed, the management system in the past depended on intervention by outsiders, such as social workers, and 

plans. However, since the launch of FGC, family members are encouraged to get involved in problem-solving, and it 

proved to be very effective in addressing the problem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t cleary shows that family's

commitment to problem-solving boosts effectiveness and saves resources at the government level.

FGC is implemented in many countries under various names. For example, the US named it Family Guided Decision 

Making, and Netherlands, Own Power Conference. Also Germany adopted Family Group Conferences for youth.

4. Suggestions from New Zealand's Case

We acknowledge that Korea also needs a preventive approach, considering that most of existing measures are 

reactive. The preconception that a preventive approach is costly and hard to implement has made it difficult to 

launch such a system. I studied implementation and manageability of preventive welfare policy with New Zealand's 

case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it into Korea's child and family welfare policy.

One of the welfare issues debated in today's Korean society is supply of personalized welfare service. 

3) The reasons why we need family support are as follows1)
• When children change, their family members change as well.
• Family changes when information and advice on parenting are provided.
• Personal counselling changes family.
• Building-up parents' capability changes family

• Family changes through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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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means the focus is on service delivery based on individual needs, shifting from lump-sum income support and 

provision of daily necessities. At this point, it is case management that matches up individual needs with social 

capital. When case management works out well, social welfare service recipients' needs would be met more 

effectively.

At last, realizing its importance, the public sector started introducing case management system. The purpose is to 

provide needed service for welfare beneficiaries and low-income households by closely managing their cases. The

public sector launched Dream Start for child case management, along with private agencies, such as We Start, 

Seesaw & Swing, Child Protection Agency and Wooriai Children Hope Network. Although cases are managed by 

specialists, most children are still unable to benefit from the system.

A lack of systemic case management for children aggravates the problems and deteriorates the welfare levels. 

Since children and their family are inseparably related to each other, family welfare directly leads to child welfare. 

But Korea has so far based its child case management on intervention and strictly limited "family participation" in 

supporting family.

In introducing FGC, first launched in New Zealand, into Korea, there are several challenges need to be addressed. 

First, it could weake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if leaving family to decide what and how to do with child 

problems. And second, with malfunctioning family,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family is able to make a proper 

decision to solve the problem. Importantly, taking strong familism and parental authority in the Korean society into

consideration, it might make it hard to invite the third parties to participate in. Nevertheless, family-centered 

intervention and problem-solving is worth a try in Korea's child welfare service system because family takes up the 

primary role in caring and protecting children, knows what to look for and provides care for them to grow healthy.

Korea has a chil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family welfare service agency, called Dream Start and Health 

Family Support Center respectively, along with private agencies, such as Child Protection Agency, We Start, Seesaw 

& Swing and Wooriai Children Hope Network. Individually, they provide high-quality child welfare service, but what 

matters is that they do not have strong networks connecting them and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is not clear.

Consequently, many children are unable to benefit because of a mismatch in meeting the demand for service. With 

a child without welfare benefit on one hand, the other one, already a beneficiary, sometimes receives additional 

service which is redundant and unnecessary. What is more concerning is that Korea's child welfare service is reactive 

rather than preventive. It is time for Korea to seriously consider adopting a preventive welfare service system. 

Moreover, we need a community coordinated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e process ranging from detection of 

children at high risk in the community to assessment to service supply. Also, fundamentally, we need to mull over 

what approach we should take in delivering child welfare service.

4) Jeong Eun-joo, "Study on Applicability of Family-led Decision Making Model in Korea's Child Protection
System: Focusing on New Zealand's Family Group Conference," Korea Child Welfare, No. 27 (pp. 7-35,)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