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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現代 國家에서 추구하는 두가지 목표가 地方自治制度를 통한 참여로서 

의 민주주의의 실현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정의로서의 福社園豪의 건설이 

라고 할 때， 지방자치제하에서 사회복지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地方自治없l의 완전실 

시를 앞두고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지역사회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지제의 

실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분야증의 하나가 사회복지 분야이기 때문이 

다. 

社會福祖는 많은 주체들에 의하여 다루어 지고 있으나， 현대 국가에서 

는 주로 정부에 의하여 다루어 지고 있다. 죽 全園民율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복지는 中央政府가， 地城차원에서의 사회복지는 地方政府가 담당하며， 전국 

차원의 사회복지라 할지라도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운영의 효율성 

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Eμ . .9:.:한 ‘사회복지는 그 성격 

상 직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71 때문에 사稱지에! 있언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더욱 증대되어 갈 것이다.i 찌라한 F사점쩨서 地方自治없l 

의 실시에 대비뼈 현행 중앙집권적인 社輔끓行政 機能꿇分의 실태와 문 
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으로서 구체적인 채배분‘방안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 

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불지행정의 중앙부처인 보건사회부의 

사회복지행정 단위사무를 전수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재배분한 것은 사회 

복지학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단위사무의 목록화라는 관점 

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本 :eF究의 결과가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행정기농 

개펀을 위한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관련연구의 기초자료로서도 활용될 것 



을 기대한다. 그리고 본 연구룰 수행한 연구진률과 外國蘭l度의 비교연구 부 

분에 대한 자문율 해주고， 귀충한 원고까지 실어 준 경기대 최경구 교수， 

경남대 현외성 교수， 원광대 원석초 교수， 상지대 최현숙 교수， 건국대 황 

성동 교수 그리고 서울시청개발연구원의 강욱모 박사의 노고률 치하하며， 

社會福批行政 單位事짧 조사에 협력해 주신 보건사회부와 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 딴i시， 의명군의 관계자률에게도 감사의 뭇을 표하는 배l다. 

1994년 3월 

韓國保健社會if究院

院長 延 1可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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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I 部

뿌뿔과 뺑겨의 빼슐짧빼건뼈 짧뿜짧썼에 관한 觀





짧 I 훌 햄짧 

第 1 節 훌퓨究의 빼要性 

1995년 지방자치제의 완전 실시률 앞두고 지방자치제 실시의 주무부서 

인 내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사회복지행정율 담당F하고 있는 보사 

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북지 관련부서， 사회북지학계 동에서는 사회북 

지행정의 정부간 기능배분에 대한 판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 

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1) 

이러한 지방자치제와 사회북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일반적인 합의점 

은 사회보험은 계숙 중앙정부의 책압하에 두고， 사회북지서비스는 지역의 

륙생과 지역북지수준의 향상율 위하여 지방정부로 이판하자는 것이며， 사회 

부조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사회북지행정의 기 

능배분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 

1) 한국사회북지학회의 1993년 훈계학술대회의 기획주제가 r지방화 시대의 
사회복지과제」였으며， 그외에도 김용래，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역북지정 

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 r지역북지정책」 제5접， 1991 , PP. 7-18. , 이정호， 
“중앙과 지방의 사회북지 역할분담 r지방화 시대와 사회복지， 제6회 전국 

사회북지대회 보고서 J ， 1991, pp. 103-119.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r지방자 

치실시에 띠른 정부와 민간단체의 사회북지분탑에 관한 연구J ， 1990. ,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r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북지기능에 관한 

연구J ， 1988. 둥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에 관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었다. 
2) 사회복지행정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상의하달식의 행정체계， 둘째， 정책부서(보사부)와 집행부서(지방자치단체) 

의 연계가 미홉함， 셋째， 전문생의 부축， 넷째， 주민참여의 부축 둥이다. 

최일셉，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r사회북지 J ， 1988, p.17. , 박경숙· 강 
혜규 r사회북지사무소 모형개발J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2,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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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논의와 초점을 탈리하여 사회북지의 재정적인 축면율 강조 

하여， 사회북지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질 때 획기적으로 발전했고 1980년대 

이후 영국， 미국， 일본의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률 가진 행정부가 사회북지 

률 축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앙정부의 사회북지기능을 지방정부나 민간부 

문으로 이전했다는 읍모론적인 건해도 있다 31 

그러나 사회북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재정적 측 

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성과 민주성， 행정적인 효과성과 대웅성 동 

여러가지가 있다. 따라서 재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중앙정부의 책 

임만율 강조하다가는 지방자치제의 또다른 가치인 참여의 확대， 지쩍적인 

욕구의 반영 동을 간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하에서 사회복지 

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의 완전 실시률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 

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북지행정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시 

작되었으며， 본 연구의 문제의식도 “중앙집권적인 현재의 행정헤제하에서 

이루어진 현행 사회북지행정의 기농배분이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에는 어떻 

게 달라격야 하는가-1"하는 것이다. 

第 2 節 흉究目的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모든 행정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배분은 

중요한 과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북지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 

다. 사회북지행정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배분문제는 정부에서 수 

3) 박병현， “중앙과 지방의 사회북지 기능분담 논의에 관한 얼고 r지방화 

시대의 사회북지과쩨(한국사회북지학회 1993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J ， 한 
국사회복지학회， 1993, pp.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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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농을 어떻게 중앙과 지방정부가 배분하는 

가 하는 문제이다. 륙히 지방자치제의 완전 실시률 북전에 둔 현시점에서는 

효율적인 사회복지행정의 기능배분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외국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율 도출하고， 둘째， 사회북지행정의 중앙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의 관련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북지행정 관련부서에서 수행 

하고 있는 현행 사회북지행정의 기능배분실태률 조사하여， 이률 분석 명가 

하고， 셋째，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사회복지행정 

기능의 재배분 방안율 제시하고자 한다. 

第 3 節 鼎究方훌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기존문헌울 통한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외국의 기능배분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그러고 우리나라의 사회북지행정 기 

→농배분에 대한 실태초사로 나누어 진다. 

첫째，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롱하여 사회복지행정의 기능배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올 검토하여， 기능배분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률과 기 

능배분에 관한 일반척인 변수툴율 추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농배분율 

분석하기 위한 조사표와 분석툴율 구성하였다. 

둘째， 외국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멘의 6개국울 대상으로 하여，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의 실태분석과 고려 변수틀， 그리고 한국의 사회북지 

행정 기능배분에 대한 시사점 둥율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사회복지행정의 중앙부처인 보사부와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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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의 사회북지행정 관련부서에 대한 기능배분 실태조사률 실시하여， 

현행 사회북지행정의 기능과 업무내용 및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 상황 

둥을조사하였다. 

第 4 節 훌fF'휩內홈 

사회북지는 다음의 세가지 부문에셔 다루어지고 있다. 

「 공공부문 - 국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사회북지 카- 중간부문 - 공사체，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 민간부문 - 개인， 가쭉， 기업(영리， 비영리포함) 

본 연구는 사회북지의 부문중에서 공공부문언 충앙과 지방정부가 수행 

하고 있는 사회복지행정기능율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북지와 관 

련된 중앙부처는 보건사회부률 비롯하여 경제기획원(사회개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총무처(공무원 연금)， 국가보훈처(보훈)， 법무부(보호관찰)， 국 

방부(군인연금). 노동부(산재보험) 퉁이 있으나，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 

은 보사부의 사회북지행정 i 기능인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정부의 가능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자 

치단체인 시·군·구의 사회복지행정기능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적인 행정기능 분류에 따라 보면， 다읍의 [도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기능 분류에서는 사회복지행정， 중기능 분류에서는 사회북지， 소기능 분 

류에셔는 사회북지(사회보험 포함)， 가정북지， 부녀북지， 청소년북지 퉁율 

대상으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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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훌훌龍분류 中홉龍분류 小홉龍분류 

·일반행정 

·사회북지행정 t= 튜 ·산업경제행정 ·보건위생 ·가정북지 

·지역개발행정 ·환경녹지 ·부녀복지 

·교육문화행정 ·청소년북지 

·민방위행정 
[그림 1] 지방행정기능 분류도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실태 분석 빛 형가를 바 

탕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사회복지행정의 기능배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부분으로 구생되어 있다. 

쩨 I부는 중앙고} 지방의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에 판한 연구로서， ~.장 

에서는 사회북지행정 기농배분에 관한 연구률 수행하기 위하여 1절에서는 

정부간 기힘뿜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며， 기함쁨어1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기능배분의 방식은 무엇인가률 살펴보았다. 그리고 2철에서는 사회 

북지행정의 기능배분의 륙성을 알기 위하여， 사회북지행정의 륙성과 사회북 

지행정 기능배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원칙툴올 선행 연구와 외국제도를 통해 

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툴율정리하였다. 

3장은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에 관한 실태률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중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북지행정의 현황율 단위사무를 

대상으로 초사하였다. 4~써l서는 현행 사회복지행정 단위사무의 배분내용율 

분석하기 위하여 기능배분의 판단모형율 설정하고， 이에 따라 조사에셔 나 

타난 결과를 적용하여 중앙과 지방， 륙히 보사부를 중심으로 각 단위사무들 

이 어떻게 배분되어져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러고 5장에셔는 사회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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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농배분 실태조사결과률 바탕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률 앞두고 사회 

북지행정이 해결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제표부는 외국의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에 관한 비교연구로서， 미국. 

영국， 톡일， 일본， 프호남， 스웨텐의 6개국을 대상으로 사회북지행정 기능 

배분의 원칙과 기준，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의 실태 분석과 고려 변수률， 

그러고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에 대한 시사점 둥을 정리하여 실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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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2 훌 빼협짧빼젠짧 짧짧짧댔에 관한 짧짧빼 짧협 

第 l 節 政府閒 홈훌顧配分 

정부간 기능배분이라는 개념은 지방자치와 판련뼈 형성된 개념이다. 

여기서 정부는 통치권 또는 자치권율 가진 행정주체를 말하며， 통치권율 갖 

는 중앙정부인 국가와 자치권율 가지는 지방정부인 각곱 지방자치단체가 이 

에 해당된다. 

오늘날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정치적 가치 이외에 주 

민이 필요로 하는 북지수요를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죽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율 위하 

여 과연 어떠한 기능율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가에 제도의 실질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다. 

1. 政府閒 훌훌顧配分의 훌훌훌 

정부의 기능이라 합은 매우 다의적인 개년이어서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 

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하며， 구체 

적으로는 제도상 또는 사실상 정부가 담당하여 처리하는 행정사무률 의미한 

다 4’ 이런 점에서 정부의 기능은 결국 행정사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다. 이러한 정부의 기능을 정부간에 배분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를 전제로 

한 중앙정부(국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칸의 통치권의 배분이라는 정 

4) 최창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의 재배분 r행정연구」 제5집， 

건국대 행정문제연구소， 1980.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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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권력척언 측면과， 주민율 위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라는 행정기술적인 혹 

면율 동시에 갖는다. 축 정부칸 기능배분의 문제는 한 국가에 있어서 권력 

배분의 문제이며， 동시에 행정능률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간 기능배분이란 첫째， 누가 권한율 가질 것인가(뻐。 hasa 

authority?)를 정하는 정치권한의 문체， 둘째 누가 지불할 것인가(빠 맹ys 

?)하는 재정부담의 문제， 셋째 누가 책임질 것인가(뻐o is acc。빠뻐le?) 

하는 행정책암의 소재률 규명하는 문제잉라고 할 수 있다. 

2. 훌훌顧配分의 考慮要因

이러한 의의를 가진 정부간 기능배붐은 여러가지 제도나 환경에 의해 

영향율 받게 되며， 따라서 정부간 기능배분의 문제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드 

시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기능배분에서 고려해야만 할 사항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국가체제， 행정 계충구조， 집권과 분 

핀의 정도， 륙별행정체계 유무 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의 체제(national system) 

먼저 국가체제가 단얼제(unitary system)인가， 연방제(federal system) 

인가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율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일 

반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강한 단얼제 국가에서는 정부간 관계는 주로 

중앙정부인 국가와 지방정부인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기능배 

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인 국가가 강력한 권한울 가지며 통치핀의 일부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이양하는 형태를 취한다.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r지방행정 기능분석에 관한 연구J ， 한국지방행정연 

구원， 1985, pp.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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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탈리 지방정부의 연합인 연방제 국가에서는 정부간 관계는 중앙 

정부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인 주정부간의 관계 또는 지방정부인 주정부와 

하워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연방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연 

방정부는 제한된 대외적인 권한이나 초정권율 가지며， 질제적인 통치권운 

지방정부인 주정부나 하위지방자치단체가 가진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단일제 국가체제률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행정기능의 배분에 있어서도 충 

앙집핀적인 영향이 매우 강력하게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행정헤제의 계충구조(tier system) 

정부간 기능배분은 행정체제의 계충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자치단체의 

형태가 단충구조(single-tier system)인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2 

원척 배분구조가 되고i 이충구조(two-tier system)인 정우에는 충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3원적 배분가 되며， 자치단체의 형태가 삼충 

구조(three-tier system)인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각 자치단체간의 4원적 배 

분구조가된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형태는 륙별시， 직할시， 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충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계충구조 

는 행정기능을 배분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 

3) 중앙집권(centralization) 및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의 정도 

、 정부간 기능배분， 룩 행정사무의 처리권한이 중앙정부 또는 팡역자치단 

체(연방제 국가의 주정부)에 집중적으로 배분되면 중앙집권체제가 되는 것 

이고， 반대로 지방자치단체 륙히 기초자치단체에 분산 배치되면 지방분권제 

도가 된다. 따라서 집권과 분핀의 정도는 지방자치제도의 전체적인 체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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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정부칸 기능배분의 문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전통율 가지고 있 

으며， 이러한 전롱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률 낳 

고， 행정기능의 배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어렵게 만드 

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불 수 있다. 

4) 일반행정체계와 륙별행정체계 

행정체계가 일반행정체계를 갖는가 혹은 륙별행정체계를 갖는가에 따라 

기농배분의 형태는 탈라진다. 일반적으로 정부간 기농배분의 문제는 일반행 

정체계에서 다루어진다. 일반행정체계란 행정체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루어져， 행정기능의 집행에 있어서도 톡립적인 단위로서 기능배붐이 이루 

어지게 된다. 륙별행정체계는 중앙정부가 행정기능의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전문행정체계률 취하는 것으로서， 묵립적인 단위로서의 기능배분 보다논 단 

순한 행정기능의 집행을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륙별행정체계로서는 경찰， 소방， 세무행정체계 

를 들 수 있다. 현재 사회북지분야에서도 특별행정체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으며， 행정체계의 유형은 행정기능의 배분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율미친다. 

3. 훌훌麗홉分의 方式

일반적으로 행정기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각각 분탐되어 

수행된다. 이러한 행정기능의 분담에 있어셔 행정기능의 수행방식은 크게 

@ 국가행정，@ 기관위임행정，@ 단체위임행정，@ 자치행정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률 토대로 이론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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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배분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는 첫째 전국적 이해관계률 갖는 국가 

척 사무률 직접 계획 처리하고， 둘째 그 성질이 지방척 이해관계보다 전국 

적 이해관계가 더 큰 기관위임사무를 계획하고 그 처리률 지휘감독한다. 지 

방자치단체는 첫째 기관위임사무률 집행하고， 둘째 단체위임사무와 지방자 

치단체의 폰립목적이 되는 자치사무인 지방고유사무률 계획집행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행정기능율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척 

으로는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어헌 기능이 전국척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고， 어땐 기능이 그 성질상 지방의 이해관계 보다는 

전국적 이해관계가 더 큰 사항이며， 어떤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쳐리하여 

야 할 사항인가， 칙방적 공공사무에는 어느 것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가 

명확히 밝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능배분은 항상 고정불변한 것 

이 아니라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것임율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기능배분의 방식 

행정기능은 사무의 형태로 나타나며， 6l 행정사무는 그 사무의 성질， 경 

비부담， 감톡관계， 의회의 관여여부 동에 따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눈 

다. 국가사무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하는 기관위임사무가 있으며， 지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단체위임사무로 

나누어 진다. 

(1) 국가사무 

국가사무는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로 전국적 통일성율 요하는 업 

6) 따라서 행정기능은 사무구분의 기초형태인 단위사무(업무)률의 집합으로 

불 수 있다(단위사무에 대한 내용은 제3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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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 국가 전체적 업무 동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무률 말하며， 

경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국정감사의 대상이 된다. 지방의회의 관여는 

불가능하며， 국가자체의 내부감톡율 받고 법령의 규정형식은 r 0 。 장관이 

시행한다」라고 표현된다. 

(2)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집행기관에게 위암되는 사무률 의미한다. 이러한 

사무는 대체로 그 성질이 지방적 이해관계 보다는 전국적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국가가 지방에 하급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직접 쳐려 

하여야 하지만， 이률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위입하여 국가의 하급 행정기 

판과 동일한 지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척으로 전액을 국고에서 부 

담하여야 하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갑톡은 교정적 감독과 합법성의 감독 

만이 아니라 예방척 갑톡과 합북적성의 갑톡까지 허용된다. 기관위임사무의 

예로는 호척， 주민동록， 지적， 병사에 관한 사무와 각종 인허가사무률 둥 

율률수있다. 

(3) 단체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륙별한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 

리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상은 자 

치사무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사무로 취급되며， 자치사무에 비하여 법령 

상 통쩌l의 범위가 보다 넓고， 경비의 일부률 국고에서 부담하는 정도의 차 

이가 있다.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톡은 합법성의 감톡 이외에 합북척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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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톡까지도 허용된다고 하겠으나 예방적 감톡은 원칙척으로 허용되지 않는 

다. 

단혜위임사무는 그 사무의 성질상 전국적 이해관계가 있율 뿐 아니라 

동시에 지방적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었 

다. 단혜위임사무의 예로는 현행법상 국세나 도세징수사무(국세징수법 제58 

조， 지방세법 체잃조)， 시·도의 하천보수 유지사무(하천법 제16조)， 시·도 

의 국도유지 ·보수사무(도로법 제24조 제1항)둥을 률 수 있다. 

(4) 자치사무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북척에 속하는 본래적인 사무， 축 주민 

의 복리증진율 위한 사무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자치 

단체의 전판에 숙하는 사무률 제외하고는 그 지방주민의 북리에 관한 일체 

의 공공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율 수행한다. 이와 같은 사무는 지 

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책임 및 부담하에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처리해야 한 

다는 의미에서 자치사무라고 하며， 흔히 고유사무라고도 한다. 이러한 자치 

사무는 다음과 같은 륙징이 있다. 

첫째， 자치사무의 성격은해당 자치단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탐하는 것이 원칙 

이다(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조직， 관리， 주민북지， 

산업진홍， 지역개발， 교육， 체육， 문화진흥 둥 자치사무룰 예시적으로 얼거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이 사무를 자치단체의 종류별로 기능에 따라 재배분 

하고 있다. 자치사무는 자치단체에서 법령에 륙별한 제한이 없는 한 취사션 

택이 자유로운 수의적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무를 지우는 휠요척 

사무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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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보조금 근거가 법령에 없더라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보조률 할 수 있으며， 이는 장려적 보조금 

의 성격율갖는다. 

셋째， 자치사무에 대한 감톡은 원칙적으로 배쩨되며 합법성 감독이나 

사후갑휩1 그친다. 

넷째，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관계가 허용된다. 

2) 기농배분 방식의 붐류 

이와 같이 법적이고 이론적인 기능배분의 방식율 그 륙성에 따라 범주 

화하여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앙적 륙생이 강한 기능과 지방적 륙생 

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율 구분하는 기준울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법주별 

로묶어볼수있율것이다. 

먼져 중앙과 지방의 륙성율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업무가 통 

일적인지 아니면 지역의 륙수생(다양성)율 고려해야 하는지의 획일성 기준. 

업무성격상 기획성이 강한 기능인지 집행적인 기능얀지률 구분하는 업무생 

질， 전뭄성의 필요여부， 행정의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률 구분하는 효과성 기 

준， 규모의 경제 또는 현지비용 절감의 비용기준 및 원격적인 기능 또는 근 

접생이 필요한치에 의한 첩근생 기준 동으로 구분할 수 있율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셔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은 롱일성이 캉하고 획 

일척이며 통치행위에 가까운 업무와 규모의 경제효과가 크고， 기획생이 캉 

하며， 전문성이 큰 업무는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기능이고， 다양성이 

캉하여 지역근접생이 높으며， 집행성과 단순생이 있고 현지 이익에 직결되 

며 비용절감효과가 큰 경우에는 지방이 탐당하는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율 범주 

별로 구분해서 도식화하면 다옴의 [도 2]로 나타낼 수 있다. 죽 중앙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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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기능범주는 국가사무(범주 1 ). 기관위임사무(범주표). 단혜위임사무 

(범주血) 및 자치사무(범주N)로 나눌 수 있다. 

뽀”鎭 

통일성 
(전국생·획일성·원격생·규모경제) 

국가 팡역자치 
[국가사무] [기판위암λ뮤] 

I 표 
기획성 집행성 
(전문성) m N (단순생) 

광역자치 기초자치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 

지역륙수성 
(지역성·다양성·근접생·현지절감) 

휩훌 j 영훨 

[도 2] 충앙과 지방의 행정기능 배분의 분류 

중앙정부의 업무영역은 1. 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의 통치행위와 

관련하여 통제， 감톡， 조정， 규제를 필요로 하는 업무로써 통일성， 전국생， 

획일성， 원격성，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는 사무률이다. 반면 지방정부의 업 

무영역은 m. N에 해당하는데， 지역특수생이 있는 업무로써， 지역생， 다양 

π
 ω 



성， 근접생， 현지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사무률이다. 

이와 함께 업무성절에 따라서 기획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부터 집행척 생격율 가진 단순생의 업무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통얼성-기획성의 제 I 범주에 속하는 업무는 대체로 통제， 규 

제， 조정， 캄톡의 성질율 가진 국가사무로， 또한 지역륙수성-집행성의 제N 

범주에 축히는 업무는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이익을 나타내는 집행적인 업무 

툴로써 지방정부의 업무영역으로 자치사무의 성격이 강한 기능으로 간주할 

수 있율 것이다. 한편 통일생-집행성의 륙성을 가진 제표범주는 통제， 규 

쳐\， 감묵의 성격이 강하면서도 집행적인 생격율 띠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 

나 기관위임사무로 척당하며， 지역특수성-기획성의 특성을 가진 제:nr범주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생율 가졌지만 지역이익에 밀접한 관계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체위임 내지 하급 광역자치의 업무에 숙한다고 불 수가 있다. 

第 2 節 훌t會題밟行政의 훌훌龍홉分 

본 절에서는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에셔 전제되어야 할 사회복지행정의 

륙생， 고려해야 할 원칙률율 알아보고， 이률 바탕으로 사회북지행정 기능배 

분의 현황 및 문제점율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社會輯밟行政의 縣性

사회북지행정은 그 대상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지 

만， 7’ 본 연구에서는 일반 공공행정의 일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7) 협의의 사회북지행정에는 사회사업 기관행정이나 사회척 셔버스 행정 

(s∞ial seπiceadministration) 동의 의미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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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공공의 사회북지행정율 의미한다 

고 할 때， 현재 사회복지행정은 국가의 전체 공공행정의 툴축에서 움직여 

지지만， 일반행정과는 다른 여러가지 륙성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북지행 

정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판점운 사 

회북지행정은 사회북지의 륙수생율 반영하는 행정이어야 한다는 점과 륙히， 

사회북지서비스는 일반척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에 의해 

서 수혜자에게 무상원조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전달하는 

체계는 일반행정체계와는 다소 다른 전제와 원척하에서 셜청되고 운영되어 

져야 한다81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부조나 사회보혐의 영역율 포괄하는 사회북지행정의 륙생으 

로는 첫째， 사회복지행정이 국가의 이념이나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 

며， 이러한 륙성은 사회북지가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국가의 이대올로기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현상이 차별성율 보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북지행정은 국가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둘째， 사회복지행정은 사회적으로 인지한 욕구(ne려s)률 충혹시키기 위 

해 사용가능한 자원율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적용된다. 

셋째， 사회복지행정은 이윤추구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북합적 욕구충촉의 우션순위 빛 그 선택에 관련된 절차로서， 대상 

자， 지역주민의 권리， 공척 책임， 전문인력 관리 둥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 

역을포활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행정은 복지정책으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실천 

수단 및 방법， 그러고 그것의 선택， 사회북지 급여 빛 셔비스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및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율 지닌다 

8) Trecker, H.B. , Social WorkA빼inistration， New York: Associate 

Press, 1971 ,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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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는륙성율갖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북지행정은 사회적인 책임성， 조직적인 활동，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북지욕구 우선성 동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중심 

으로 하는 공공정책의 몹척달성을 위해 행정체계률 통해 국가가 업무률 수 

행하므로 이에 따른 책임을 지니게 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복지대상 집단 

에 대한 책임율 의미한다.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사회북지는 인칸 

의 육구에 칙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모든 시책은 인간의 북지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사회북지는 직접적으로 이용자의 북지와 직결되어 있다는 

륙생율 지니고 있다는 혹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얼반시책과 사회북 

지가 다른 점은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로 구분이 되어야 할 껏이 

다. 컬국 사회북지행정은 인간의 북지 (welfare)에 관심율 두고， 개인의 북 

지률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조직척， 체계적 활동이라 할 

수있다. 

이러한 사회북지행정의 륙성은 바로 사회복지의 본질에 따라 구현되게 

되며， 사회북지행정은 공공행정의 한 분야로서 국가행정체계의 얼반원리에 

입각하고 능률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의 원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이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철학으로 하는 사회북지의 본질척 

요소를 지넌 행정인 것이다. 

2. 화會福밟行훌훌 훌훌顧홉分의 鳳}lI)

9) Skidmore, R. A. , Social Work Administration, Englewα찌 Cliffs, N. J.: 

Prentice-Hall , 1983,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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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써1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북지행정은 일반행정과 다른 륙생률율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첨을 배경으로 본 연구의 북척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간의 사회북지행정 기능의 배분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요소 또는 원칙율 기존의 연구문헌올 중심으로 알아 

보면다음과같다. 

1) 사회북지행정에서 고려해야할 원칙 

사회북지행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원칙으로 이정호는 첫째， 일방적으로 

급부를 받는 대상으로서가 아닌 존엄성과 생존권율 지넌 대상으로서 인간다 

운 생활올 할 권리를 가진 생존권 보장의 원칙， 둘째 사회북지는 그 대상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지역사회이든 간에 그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것으로 용 

구률 충혹시킬 수 있는 서벼스 제공의 원칙， 셋째 대상자의 용구는 그가 거 

주하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차별적이며， 이에 따라 사회북지행정도 지역 

의 상황울 고려해야 하는 지역척 륙성의 원칙， 넷째 지역주민에 의한 자원 

동원이 가능하고， 서비스 실시률 위한 정책결정이나 그 실시에 서비스 대상 

자률 참여시키는 수혜자 참여의 원칙， 다섯째 사회북지천탈행정이 효과적으 

로 기능하기 위해서 이용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가용자원 동원의 원칙， 그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행정은 대상자의 욕구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의 업무률 계숙적으로 

평가하여 개션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명가의 원칙빼율 툴고 있다. 

하지만 김홍식 둥은 지역특성의 원칙， 주민참여의 원칙 외에 접근용이 

성의 원칙， 서비스 종합성 및 전문성의 원칙율 제안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앞서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제외하고 본다면， 접근용이생의 원칙운 수혜대 

10) 이정호 r한국사회북지행정조칙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J. 경희대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pp.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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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가 북지셔비스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혜대상자와 서비스 행 

정간의 상호 밀접한 연계률 의미한다. 서비스 종합성 또는 전문성운 북지서 

비스 대상자는 소둑， 주택， 질병 동의 북합적 문제를 지니기 때문에 다양한 

셔비스가 동시에 투입되어야 하고， 전문성은 국민의 북지욕구가 다양화， 북 

잡화됨에 따라 욕구파악이나 충촉에 필요한 서비스도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점율 강조하고 있어서 보다 기능배훤l 있어 보다 행정적인 책임성을 강조 

하고있는것율불수있다. 

한편 박경숙 동은 사회북지 전달체계의 확립 필요생에서 초직개펀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역시 책임성 (accαmtability) ， 전문성， 지역 및 계충 

간 형명생， 이용자의 접근성， 서비스 통합생， 서비스의 포괄성， 지숙생， 효 

과성， 효율성 둥m의 제반요소률， 총괄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역시 책임성， 

효과성， 접근성， 형명성 동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의 정부간 기능배분빽l서 나타난 사회북지행정의 륙정율 

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 재정적 형명성， 정치적 책임성， 

행정적 효과성의 원칙에서 연방주의 제도하에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간 

의 역할과 책임율 분담하고 있는 형태률 띠고 있는데， 복지의 재정적 책임 

과 행정 전반은 중앙인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탑당하고 있다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 

방의 용구에의 대웅， 민주적 통제를 근간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의결기능과 집행기농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업무처리의 수단과 방법에서 

도 상당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륙히 영국은 사회북지서비스의 지방 

자치 확대 계기를 마련하게 된 시붐보고셔(Seebohm Report)에서 중앙정부의 

기능으로서 첫째， 중앙정부는 장기척 계획에 있어서 급여나 서비스 제공의 

11) 박경숙· 강혜규， 앞의 책， pp. 16-19. 
12) 외국의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I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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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적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도룩 하 

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하고， 둘째로는 국가전체에 걸쳐 제공되는 급여와 서 

비스의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율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보장하는 기능 

을 수행하며. 셋째로 중앙정부는 북지수혜자률의 서비스 및 욕구에 관한 정 

보를 수집하고 이를 지방에 배분하는 기능율 담당m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 

고있다. 

한펀 독일의 경우에도 자치단체의 강력한 자치성과 기능배분의 민주생 

을 지난 형태로 수혜자 중심의 기능율 우션시하여 기초자치단체에 행정척 

우션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비교적 긴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의 경우 행정책임의 명확화와 현지성의 원칙， 통합성 및 경제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서，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개업의 축소방향， 가촉주의에 입각 

한 지역복지사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1980년대 말부터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중심의 사회복지행정이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 중심으로 한충 지 

역주민과 밀착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의 원칙 

이상에서 나타난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원칙들은 

다양하고 공통적인 것이 많고 또한 내면적으로 상충적인 것률도 있어셔 이 

러한 여러 원칙을 모두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 

흩}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행정 체계내에서 

사회북지행정의 기능배분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그 방향율 설정 

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틀을 앞서의 여러가지 원칙이나 변수률 

을 참고하여 구분해보고자 한다. 

13) Seebohm Committee, Report of The Committee on Local Authority and 

A11ied Personal Social Services , Cmnd, 3703, HSMO, 1968, pp. 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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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지 접근성의 제고 

사회북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생 (acssessibi 1i ty)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 공공행정에서도 일반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률 위해 이동민원설을 설치하는 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마찬가지로 사회북지행정에서의 접근용이생은 사회복지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북지수혜자가 급여나 서 

비스를 원하지만 전달체계를 모른다든가 알더라도 지리적 포는 경제적인 이 

유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륙히 이률이 주로 그날 그날 생계비를 벌 

어야 융}는 져소묵충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인 경우에는 더욱 접 

근하기 어려움으로 해서 사회북지행정에서 제공하과} 하는 급여나 서비스 

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게 되므로 북지수혜자틀에게 보다 근접된 복지 

행정의 기능율 수행해야 한다. 

(2) 지역적 륙성의 고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천원리로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기능 

의 효율적 수행을 근본 취지로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북 

지행정에서도 이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북지수혜자의 

욕구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다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 

라 사회북지행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지역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상황 

울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북지욕구의 양적 증가 

및 다양화률 감안할 때， 주로 소득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 

고， 또는 주거환경의 정비， 또는 청소년비행 문제가 심각한 곳에서는 각각 

이에 필요한 행정기능이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요한 급 

여나 서비스도 획일척이거나 일률적이지 않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개발， 제 

공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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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 

지역적 특성의 고려와 함께 사회북지의 정책결정과 사업집행에는 직접 

척 수해자률 포함한 주민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때， 이는 사회북지에 관 

련된 정책결정과 사업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나 욕구가 수렴될 수 있어 

서 복지급여나 서비스가 이들의 욕구에 맞도록 제공될 수 있울 뿔만 아니 

라， 행정의 책임성을 기할 수 있어 비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방지할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주민참여는 일반주민들의 사회북지에 대한 인식의 제고라 

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게 함으로써 북지행정의 원활한 수행율 가능케 하며， 

지역의 민칸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보호위주의 행정기능 

사회북지행정의 륙성상 취약계충이 대부분인 수혜대상자틀에 대한 보호 

또는 조장위주의 기능이 주가 되어야 함에도 각종 규제 또는 인허가， 북잡 

한 형식적 절차 동의 행정적 절차로 인해， 수혜자들에게 급여나 서비스률 

지원한다기 보다는 억제하는 기능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는 사 

회북지업무의 륙수성율 살리지 못하고 지나친 관료주의나 편의위주의척 행 

정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회북지급여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혜집 

단이 어려옵 없이 혜택율 받율 수 있도록 복지행정의 기능이 보호 또는 조 

장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5) 전문척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 

사회북지행정의 주요한 대상은 소륙 및 의료보장， 그리고 북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퉁이라 할 수 있 

으며， 현행 사회북지행정 체계도 이률 대상을 충심으로 구생되어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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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행정에서 전문성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북지수혜자들의 욕구를 정 

확히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급여나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의 결정율 위해서 

는 전문척 지식과 정혐이 요구되며， 특히 노인， 장애인， 부녀 동의 수해대 

상별 사회북지행정 업무에서는 이러한 천문성이 더욱 요청된다. 

3. 함賣禮社行I훌 훌홉顧配分의 現않 및 間題펴 

1) 사회북지행정의 중앙집권화와 법적 형식성 

사회복지행정의 기농배분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에 있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 

점은 우선 전제적인 행정기능이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북지체계가 관료주의적， 권위주의， 경직성， 획일성， 행정편의주 

의적인 툴속에서 옵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쳐l 

계가 지역척 차이 및 지역의 욕구를 반영할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차 

지방분권화되어 가는 경행뻐l 비추어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북지 관련법뼈들은 과거에 만률어진 것 

이 대부분으로 사회발전과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형식적 

으로 유지되어 온 경향이 있다. 륙히 복지서비스법의 경우 다양하게 변화하 

는 복지욕구률 기초로 만틀어지지 못한 결과 실질적인 급여 및 서비스의 제 

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시설， 인력， 재정 및 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14) 뼈hn A. J. and Kamen뻐n， S. B. , Social Service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Emergence of the Sixth System,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1977, p.364. 
15) 이 법에는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 
법， 아동북지법， 사회북지사업법， 장애인북지법， 노인북지법， 모자북지법，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고용 혹잔법， 고령자 고용혹진법 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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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율 결여하고 있어서， 법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북지를 중 

진할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북지조치나 시책올 행하도록 하고 있환W도 

불구하고 이률 실제적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I에며， 결국 사회북지 

기능의 중앙집권으로 인해 통제척이고 규체적인 성격이 강화되어 왔다고 볼 

수었다. 

2) 행정기능의 과다한 국가위임 

중앙집권 및 법적 문제와 관련하어 현재 사회복지행정 기능이 지방자치 

단쩨의 행정기능중 국가위임사무의 비충이 과다하여， 행정계충간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능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 결여되어 있읍은 물론이고 워임에 대한 법령의 규정이 미버되어 있으며， 

또한 기폰의 구분양태에서 지방으로 기능이양율 추진함에 있어서도 충잉정 

부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기능율 이양하는데 소극적이며， 지방정부도 

이양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 및 정보와 기술 둥이 부축 

111하여 지방정부의 기능율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현행 사회북지 기능배분， 륙히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간에 명확하지 않고， 륙히 법적으로 이에 대한 명백한 구분이 어렵 

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일률적인 수준에셔 사회복지 행정사무를 쳐리하 

였율 뿐， 사회북지문제때 관한 각 지역의 륙수성율 고려하지 못했고， 기관 

위임의 과다로 인한 자치단체의 권한져l한， 채량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지 

16) 북지서비스의 구체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 ... 율 할 수 있다” “ ... 노력한 
다”의 식으로 행정청에 자유재량， 선택권율 부여하고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 

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김만두 r사회북지법제론J ， 홍익 

재， 1991 , p.232). 
17) 하미승‘중앙·지방간 기능배분업무의 효율회률 위한 전문가 지원체계 
(ESS) 사례연구 r한국행정학보J 26권 2호， 한국행정학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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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의 기능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문제뼈를 노정하였다. 

따라서 업무수행 의무의 여부를 가리고 대국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과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범위， 흑 자율권의 범위률 설정해 준 

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앙부처에 의한 감톡의 기준과 범위률 명확히 함으로 

써 지방에 대한 간섭올 배제합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따르는 비용부담의 주 

혜률 명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업무구분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성이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생 

지방자치제도가 실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인력이나 조직 또한 재정이 총분해야 가능해진다. 따라셔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일부 단체률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척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륙 국 

가 전체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비중이 낮아셔 1992년에 중앙고} 지방율 포 

함한 총재정중 지방재정은 39.7%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채정비 

중이 낮다는 점 이외에도 재정수입율 근거로한 중앙과 지방재정간의 수직척 

불균형， 자체수입비율이 낮은데서 기인하는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취약， 자 

립수준의 지역적 격차때 둥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 기반의 

취약과 관련해서 보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중 대도시의 자치구률 제외한 

204개 기초자치단체충에서 재정력지수가 1 이상으로 재정자립이 가능한 시· 

군이 10개 밖에 되지 않아2D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재정상태가 매우 취약 

18) 김현초， “사회북지행정의 합리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농배분율 

중심으로" r동의법정」 제5집. 부잔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1989, pp. 
65-93. 

19) 경제기획원 r예산개요 참고자료J ， 1992. 

20) 박병현， 앞의 논문， pp.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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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4) 사회북지행정기능의 통합조정의 미홉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상으로는 사회북지판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되어 있어서 전문적이고 통합된 서비스전탈의 기능올 수행하는데 어려 

움이 많은 실정이다. 축 수혜대상자별로 보면 중앙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인 

보사부이외에 노동부(장애인， 고령자 고용)， 법무부(교정)， 문화체육부(챙 

소년 육성) 둥이 관련업무를 담t:J하고 있고， 지방의 경우에는 이률 기능이 

내무부의 일반행정 체계숙에서 운영되고 있어 북지행정에 대한 전품생이 결 

여되어 있다고 불 수 있다. 이로 인해 수혜대상자 파악， 북지정책 및 계획 

의 수립 둥에 일관성율 기하기 어렵고， 각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조기능이 

어렵고，a 이로 인해 유사하거나 충북된 기농율 수행함으로써 국가자원의 효 

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러한 행정기능의 통합 

또는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21) 재정력지수란 1년 동안 보통세의 수입액을 근거로 산출한 재정수입액율 
재정수요액으로 나눈 수치로서， 일반회계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율 비교해 산 

출한 재정자립도 보다 물가상승률과 같은 현실적인 통계가 반영된 수치이 

다. 재정자립이 가능한 시·군은 경기 과천시(1. 94) , 안산시(1. 53) ， 경남 울 

산시(1. 38) ， 경북 포항시(1. 25) , 청기 수원시(1. 21) , 경남 창원시(1. 19) ， 

경기 용인군(1. 18) ， 부천시(1.12) ， 안양시(1. 07) ， 전남 여천시(1. 03) 둥이 

다(동아일보， 1993.11.26). 

22) 서상목 외 r사회북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J ， 한국개발 

연구원， 1988, p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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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3 훌 輔짧밟잠짧 難홉댔의 햄難￦ 

본 장에서는 사회복지행정 기농배분의 실태률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충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행정의 현황율 단위사무때 

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북지행정기 

능이 결국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사무의 형태로 나타나고， 각 사무률의 기 

초단위인 단위사무의 내용율 통해서 행정기능은 보다 명확해진다고 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충앙과 지방의 사회복지행정 기능파악을 위한 조사 

에 대한 내용율 알아보고， 다옴으로는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률 분석함으로 

써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의 실태률 파악하고자 한다. 

第 1 節 훌훌龍配分 寶觀훌훌훌의 훌要 

본 철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사회북지 기능배분외 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r사회복지행정 단위사무조사」의 대상기관 선정과 조사과정， 그러고 

수집된 자료의 집계결과률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題흉目的 

본 조사는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북지행정의 기능과 업 

무내용， 기능배분 실태를 파악하고 기능재배분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판단율 

위한 자료률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23) 단위사무(업무)란 사무배분의 기초단위가 되는 개개의 사무로서， 각각 

상이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정규사무률 말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 
원 r지방행정기능분석에 관한 연구(II)J ， 1992,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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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調흉對象機關 

사회북지행청 기능배분 실태률 파악하기 위한 조사대상 기판은 충앙의 

보사부， 그러고 지방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사회북지행정 관련부서로서 다음의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갈다. 조사대상 

기관은 연구범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북지행정 업무률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 국한하였다. 먼저 중앙정부 부처언 보사부의 정우에는 사회북지정책 

실(사회북지심의관， 가정북지심의판)의 9개과와 국민연금국의 3개과 및 의 

료보험국의 3개과가 선정되어 모두 15개 課가 조사대상이 되었다. 

그러고 지방자치단체1의 경우는 대상기관(係 단위)율 선정함에 있어 현 

행 지방행정기구를 참고하여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서울륙멸시， 부산직할시， 

경상남도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륙별시는 5개과의 14계， 부산직할시 

는 4개과 8계， 경상남도는 4개과 9계가 선정되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총 

3개 기관 13개과 31계가 추출되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마산시， 의령군， 서 

울 은명구， 부산 북구가 선정되었는데， 마산시의 경우에는 3개과 4계， 의령 

군은 2개과 4계， 부산 북구는 2개과 5계， 서울 은명구는 2개과 5체가 선정 

되어， 총 4개 기관 9개 課 18 係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3. 關훌對象의 選定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보사부의 경우에는 보건 

의료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局율 제외한 사회북지업무롤 수행하고 있는 

설과 국에 속한 사회북지업무를 담당하는 課가 조사대상이 되었으며， 지방 

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각각의 조직체계상으로 보건사회국(또는 보사 

환경국)의 사회과와 가정북지국의 각 과충 북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係가 

조사단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사대상으로 사회과 및 

가정복지과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각 계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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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지방의 조사대상기관율 임의로 션정한 것은 첫째， 지역척으로 

서울륙별시와 부산직할시 및 경상남도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척 륙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의 흐름올 일관성 있 

게 불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이툴 지역을 대상으로 기조사된 자료， 축 사 

회북지행정의 단위업무에 관련된 조사자료률 활용함으로써 단위사무 조사가 

용이하고 또한 사회북지기농의 변화양상융 비교해 불 수도 있다는 점 때문 

이다. 

〈표 3-1> 조사대상 기관명단 

보사부(15개과) 

중앙 사회북지정책실:북재지활과정책，과，북지지원과，자럽지원과，생활보호과 
정 가연금정북정지책과，노 기금인북환지리과，아 기금동북심지사과과，부녀북지과 
Jf- 국민연금국: 과， 과， 

의료보험국: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보험급여과 

사보셔회험용과특연금별.과시(5깨과 14계) 
·사부 의가회료녀정보북계행지험정. 재계활，지 지원역보체험， 생께활보호채 

광 부 가챙정녀소북혹년지지과과파· 째 째 유 요 .육아 청북깨소지년발께계지도 노 보체호인， 아북사지동업보째계호져 
과: 청소년북지계 

역 
부산직할시여개과 8계) 

자 사회과 사회계， 의료챙소 아 생보장통활년지져계시도설께져 가정복지과:가정북지계 
치 부청소녀북년지과과:z.t: 부 청소녀복년지계계， 
단 

경상남도여개과 9계) 
체 사7}회정과: 사회져， 욕지져 아생활통.지 의북료지도보게계장계 북지과 노 부녀인북북지지계， 

부청녀소복년지과과-J' 계， 
청소년계， 청소년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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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축 

마산시(3깨과 4계) 
사회과: 사회계 

기 |가정북지과:가정북지계，부녀북지계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 

흐 
‘-‘-

의령곤(2개과 4계) 
자 |사회과: 사회계， 의료보장계 

가정북지과:가정북지계，부녀북지계 
치 

뿌산 북구(2개과 5계) 
단 |사회과: 사회계， 생활보호계， 의료보장계 

가정북지과:가정북지계，부녀북지계 
체 

서율 은평구(2개과 5계) 
사회복지과:사회계，보험연금계 
가정북지과:가정북지계，부녀북지계，청소년계 

단위사무 조사표의 작성자(용답자)는 조사대상에 선정된 각 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 업무를 탐당하고 있는 계장굽 이상의 실무자들이며， 이들에게 

는 사회복지 단위사무에 관한 일반적 사항 뿐만 아니라， 해당 단위사무의 

배분 또는 초정 필요성과 확대되어야 할 사회북지기능에 대한 웅탑을 하도 

룩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행정의 기농배분 근거를 판단하는 사항률을 질문 

하여 이에 대한 웅탑을 기입하도룩 하였다. 

4. 關훌훌의 構成

중앙파 지방의 사회북지 기능배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표E가 작성 

되었는데， 기존의 관련연구찌를 참고로 하여 작성된 조사표는 보사부 및 시 

24) 김재훈 외 r중앙과 지방의 행정사무배분을 위한 기준 및 지표개발J ， 한 

국지방행정연구원， 1992. 

윈
 싸
 



도의 행정탑당자률의 자분율 얻어 수정·보완되었다. 조사표의 내용은 전체 

척으로는 동일하게 구성되었지만， 세부척으로는 중앙고} 팡역 및 기초자치단 

쩨별 륙성율 갑안하여 질문문항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조사표의 

작생방식은 먼저 조사대상 기관별로 각각의 단위사무를 기업토록 하고 이 

각각의 단위사무에 대해 기능배분 실태와 배분필요생을 질문하는 내용으로 

구생되어 없다. 여기서 보사부의 경우에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조사표에 

비해 단위사무의 일반적 사항에서 질문문항이 적은 것은 1992년도에 총무처 

에서 행한 국가·지방사무 구분조사g의 동일한 항목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 

었기 때문에 생략하였으며， 여기서 생략된 문항은 보사부에서 얻은 국가·지 

방사무 구분조사의 결과로 부터 부호화 과정에서 이기되어 분석되었다. 지 

방의 경우에는 부산 경남지역에서 행해진 기조사$결과률 참고로 하여 단위 

사무의 일반적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부록 

r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 조사표」 참조). 

5. 題훌內흉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 실태조사는 크게 행정기능배분 실태와 기능배분 

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률을 질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능배분 실태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25) 총무처 r국가·지방사무 구분을 위한 표본조사지침J. 총무처. 1992. 
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r지방자치단체 단위사무목록J. 한국지방행정연구 

원. 1992.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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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권자 

@ 사무의 기능성격(사무내용， 사무목적) 

@ 사무위임실태(근거법령， 수임판자， 감톡유형) 

@ 재정부담 주체， 재정분탐 비율 

@대상지역 

@ 기농재배분의 필요성(재배분의 방향， 재배분의 이유) 

(2) 확대되어야 할 사회복지 행정기능 및 개선되어야 활 점 

(3) 기능배분 필요여부의 판단근거 지표 

@천국적 통일성 

@지역성 

@경제적 효율성 

@ 업무의 전문성 

@지역칸형명성 

@ 업무수행능력 

@ 사무주처l 변동의 영향 

6. 調훌方法 

본 조사률 위해서 각 조사대상 기판을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먼저 조 

사표 작생요명을 숙지토룩 한 후， 사회북지행정 업무에 따른 각각의 단위사 

무 초사표률 착생토록 하였으며， 실무담당자률이 단위사무별로 초사표 작성 

율 완료한 후에 우편으로 이률 회수하였다. 그러고 웅탑이 불분명하거나 주 

요사혼}이 누락된 조사표는 개별적으로 확인작업율 거쳐 정리하여 분석하였 

다. 

7. 題훌期閒: 1993. 8.18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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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賣料짧理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조사에서 회수된 초사표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검 

사과정율 거쳐 주요 조사항학II 무용탑이 많거나 또는 웅답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조사표는 분석대상에셔 제외하였다. 웅답이 완료된 조사표에 

대하여는 부호화 작업율 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인 경우에는 회수된 조사표 

률 사전 검토하여 웅답내용율 표준화하여 부호화 하였다. 부호화된 자료는 

전산처리률 위하여 자료조정 (editing)절차를 거쳐 자료처리 과정에셔 나타 

날 수 있는 오류률 제거하였다. 입력된 자료는 SPSS pe+률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주로 사용된 분석방법은 단순빈도， 교차분석 및 상관관계 둥이다. 

구혜적으로는 단위사무의 내용에 관련된 일반적 사항은 단위사무 개개 

의 륙성율 갑안하여 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빈도 및 백분률율 알아보았고， 

재배분이 필요한 사무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능의 사항률은 사혜， 

육 단위사무 이름과 내용율 중심으로 살펴 보았으며， 최종적으로 중앙·지방 

간 사회북지행정 기눔의 배분을 위한 판단에서는 각 단위샤무의 현행 법적 

구분과 기준영역별 점수법율 비교m하여 살펴보았다. 

9. 關훌完T 單位훌훌훨 現況

조사완료된 단위사무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852사례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보사부의 경우 15개 과의 사회북 

지 단위사무가 344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299사례로， 

이충에는 부산직할시가 1잃사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남도 

107사례， 서울륙별시는 69사례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정우에는 부산 북구의 

27) 하미승， 앞의 논문. pp. 654-655 .• 홍민기 r전문가시스템율 이용한 서울 

시와 자치구간의 사무기능배분에 관한 연구J.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이에 대한 내용은 제 4장의 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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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무가 %사례， 서울은명구는 55사례， 그러고 경남의 마산시와 의령군 

은 각각 46사혜와 40사례가 집계되어， 개별 조사단위별로는 보사부의 사회 

북지행정 단위사무가 가장 많고， 광역자치단체는 명균적으로 한 기관당 100 

여개의 단위사무， 기초자치단체는 명균 52개 정도의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 

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조사완료 사회복지행정 단위사무 헌황 

대상기판 조사완료 단위사무수(%) 

보사부 앓4 (40.4) 

광역자치단체 웠9 (35. 1) 
서울륙별시 69 
부산직할시 123 
경상남도 107 

기초자치단체 209 (24.5) 
정남마산시 47 
경남의령군 39 
부산북구 68 
서울은명구 55 

계 852(100.0) 

第 2 節 훌훌홉휠配分 寶顧훌훌훌 結果의 分析

본 절에서는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의 실태를 단위사무 조사결과툴 종 

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회복지행정 업무의 법적， 재정척 및 행정적 흑변 

에서의 일반적 륙성과 기능율 살펴보고자 한다. 이률 위해서 각 단체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단위사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률 단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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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륙생， 즉 법척 근거， 처리권자， 위임여부， 재정분 

탐 현황 둥에서 어떠한 양상율 보이고 있는지률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함 

께 현재 개선 필요생이 있거나 향후에 확대되어야 할 사회북지 행정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社홉屬화 單뾰훌훌홈의 훌括 

앞서의 조사결과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를 

전쩨적으로 보면 보사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는 광 

역자치단체， 그러고 기초자치단체의 순으로 나타나 양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사회북지행정업무가 많고 지방으로 갈수록 척어지는 것을 불 수 있다. 이것 

운 우리나라 북지정책올 종합적으로 총활하는 부서라 할 수 있는 보사부에 

서 북지와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률 수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조사결과에서 

불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지방으로의 사무위임율 통해 집행하고 있는 업 

무률이 단위사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단위사무의 내용율 개략적으로 알아보면， 먼 

저 보사부의 경우 사회북지 전반에 걸쳐 주로 정책수립， 기준셜정， 예산치 

원 동의 업무률을 수행하고 있는데， 각 담당 과별로 현행 주요 단위사무의 

내용율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보다 셰부적인 단위사무 북록은 제 4 장외 각 

과별 단위사무참조). 

1) 보사부의 주요 단위사무 

(1) 사회북지정책설 

<D북지정책과: 

사회보장 심의위원회 운영， 사회북지사업 기금란리， 법인셜립 허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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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임원， 정관 동에 판한 업무， 북지시설의 셜치 및 보초금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 동 총 33개 업무 

@북지지원과: 

사회사업종사자 양성， 훈련 및 자척증 교부， 외원단체 및 물품에 판한 

제반업무， 사회북지법인， 시설의 지도감확II 관한 업무 동 18개 업무 

@자럽지원과: 

재해구호 계획수립， 재해구호기금 둥 구호업무전반 둥 21개 업무 

@생활보호과: 

중앙위원회， 보호대상자 초사， 지칩시달， 보호결정， 보호비용 교부， 보 

호기금의 운용， 이의신청 둥 28개 업무 

g 재활과: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둥록 및 수첩교부， 장애동 

급조정， 장애판정위원회， 재활기관의 지정 및 취소， 보장구 교부 및 업 

체 육생， 자립훈련비 및 생계보조수당 지급기준 셜정 동， 장애인북지시 

설의 설치허가 및 감톡 풍 54개 업무 

@ 가정북지과: 

가정의례심의， 가정의례지도원 배치， 의례식장 영업허가， 가정의례준칙 

경비부담， 묘지제도에 관한 제반 업무 둥 25개 업무 

@노인북지과: 

노인복지대책위원회， 경로주간설정， 건강진단， 경로우대증，노령수당지 

급， 노인북지시설 설치허가， 감톡 둥 14개 업무 

@아동복지과: 

중앙보육위원회， 아동북지위원회 운영， 요보호아동 시설보호， 실태조 

사， 아동상탐소 및 시설 셜치허가· 감톡， 입양기관 허가· 감톡， 보육시셜 

설치 허가· 감톡，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 비용의 부담 둥 41개 업무 

-37-



@부녀북지과: 

모자북지위원회 운영， 모자북지상담소， 모자가정 실태조사， 모자북지사 

업 비용보초， 모자북지시설， 직업보도시셜 설치허가·감톡， 여성단체 설 

립허가 동 16.개 업무 

(2) 국민연금국 

@ 연금정책과: 

연금제도 조사연구， 국민연금법 제·개정， 국민연금 심의와원회， 국민연 

금관리공단 직제 승인， 가입자 자격확인， 급여지급， 장애동급조정 승인 

동 9개 업무 

@기금관리과: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수립， 관리운용. 재정수리 추게 둥 5재 업무 

@기금심사과: 

국민연금급여 및 심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1개1 업무 

(3) 의료보험국 

@보험정책과: 

보험재정 안정기금 관리운용 계획승인， 의료보험연합회의 지도감독， 의 

료보험 심의위원회，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 대표선임， 해산， 예산승인 

지도감독‘ 둥， 공교의료보험 관리공단 정관， 임원임면， 예산승인 퉁 

40개 업무 

@보험관리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의료보호대상 범위， 기간연장， 진료기관 지정， 의 

료보호기금의 운용， 의료보호 진료비의 심사. 보호대상자 관리， 직장의 

보조합 설립인가， 규정， 대표션출 승인， 요양기관의 감톡 동 36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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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 

요양기관지정， 취소명령， 건강진단사업， 진료비 심사 4개 업무 

이상에서 살펴본 보사부의 주요 단위사무를 볼 때， 각 과별로 적게는 1 

가지 부터 많게는 54가지의 단위업무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주요 내용만을 초사한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률 단위사무만 

율 수행한다고 보는데는 제한점이 었으며， 과가 신설된 시기률 포함한 각 

과별 업무성격에 따라 그러고 개별 업무의 세분화 정도에 따라 이러한 차이 

률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북지정책설의 단위사무 내용올 보면 주 

로 사회보장에 관한 정책수립，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 사회북지 종사인력에 관한 업무， 외원 및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 둥과 

생활보호， 장애인， 노인， 아동， 부녀 동 북지의 수혜대상별로 구분된 업푸 

둥 전국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기준설정， 예산지원에 관한 업무률 수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국의 경우에는 적용대상， 급여 및 전달체계가 얼원화되어 있는 

만큼 각 과별로 국민연금제도 및 법， 국민연금기금 운용 및 심사업무， 국민 

연금관리공단 관련 업무 동 양적으로는 비교척 적은 단위사무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보험국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연합회， 지역의료보 

험， 직장의료보험， 의료보호 업무， 진료기관 및 진료비 심사 둥 의료보험제 

도 자체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보다 셰분화된 업무룰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치단체의 주요 단위사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북지행정 기능$은 얼반적으로 앞 

2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회북지와 판련된 사 

-39-



서 지척하였던 소기능분류에 의거해 사회북지， 가정북지， 부녀북지 및 청소 

년북지로 크게 구분된다. 먼져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단 

위사무는 국민연금율 제외하고는 보사부의 사회복지행정 업무의 범위내에셔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 계획수립의 업무보 

다는 각 과별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의 비중이 옳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북지 담당부서를 살펴보면 서울륙멸시， 부산직할 

시， 경상남도 공통적으로 보건사회국의 사회과， 가정북지국의 가정복지과. 

부녀북지과 및 청소년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험 

연금과가 별도로 설치되어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에 관련된 업무 

률수행하고 있다. 

각 과별 업무내용에 있어서는 사회과의 경우에는 주로 생활보호 업무 

및 장애인에 관련된 업무 및 취업훈련 또는 노동조합 관리를 포함한 노정업 

푸률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업무도 사회과에셔 담당하고 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의 

혜， 묘지 및 노인북지 업무와 아동복지 업무률 수행하고 있으며. 부녀북지 

과에서는 여성관련 업무， 그러고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북지에 관련된 제반 

업무률수행하고있다. 

조사완료된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률 소기능분류에 의 

해 시·도별로 구분해 보면， 다옴의 〈표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단체별 

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척으로 사회북지시셜， 장애인， 생활보호 빛 

의료보장 업푸률 포함한 사회북지가 전체 사무충 35.앓률 차지하여 가장 큰 

무로는 크게 주민북지에 관한 사업， 사회북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판리， 생 

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 아동.~애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북지 

증진으로 구분되며， 이는 광역단체인 시·도사무와 기초단체인 시·군·자치구 

사무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시행명 제 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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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율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가정북지가 23.1". 부녀복지 21.7". 

청소년북지 19.4"의 순으로 나타나 단위사무의 수률 근거로 보면， 전체 사 

회북지업무충 사회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가장 많은 것율 알 수 있다. 

〈표 3-3)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의 분류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경상남도 합계 

사회북지 32 (46.4) 35 (28.5) 40 (37.4) 107 (35.8) 
가정북지 12 (17.4) 23 (18.7) 34 (31. 8) 69 (23.1) 
부녀북지 14 (20.3) 38 (30.9) 13 (12.1) 65 (21. 7) 
청소년북지 11 (15.9) 27 (21. 9) 20 (18.7) 58 (19.4) 

계 69(100.0) 123(100.0) 107(100.0) 299(100.0)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있어서도 사회북지행정 업무률 담당하는 부 

서로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있으며， 주로 사회과에서 생활보호， 장애인 

및 의료보장업무를 담당하고， 가정북지과에서 노인， 아동， 부녀 및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는 광역자치 

단체와 거의 대부분 동얼하지만 직접적인 집행 빛 운영에 관련된 업무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정보센타의 운영， 구립보육시설 지원， 경로 

식당 운영 지급 둥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션 전달체계로서 포괄적 

이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업무를 탐당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세부 

적인 단위사무 묵록은 부록의 표 참조).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률 소기능분류에 의해 시·군·구 

별로 구분해 보면 다읍의 〈표 3-4)와 같이， 각 시·군·구별로 펀차가 비교척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척으로는 가정북지와 사회북지 업무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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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옳로셔，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가정북지의 업무가 큰 비충율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녀 및 청소년 관련 업무는 상대적으로 비충 

이 척었다. 

〈표 3-4)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 단위사무의 분류 

구분 마산시 의령군 부산북구 서울은명구 합계 

사회북지 6 (12.8) 15 (38.4) 43 (63.2) 16 (29. 1) 80 (38.3) 
가정북지 25 (53.2) 12 (30.8) 15 (22.1) 29 (52.7) 81 (38.7) 
부녀북지 13 (27.6) 12 (30.8) 10 (14.7) 5 ( 9. 1) 40 (19. 1) 
청소년북지 3 ( 6.4) 5 ( 9. 1) 8 ( 3.8) 

계 47(100.0) 39(100.0) 68(100.0) 55(100.0) 209(100.0) 

* 의령군과 부산북구의 경우， 조사얼정상 청소년관련 업무가 누락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북지행정 기능중 보사부의 사회북지기농에 포함되 

지 않은 영역은 노정업무와 청소년북지로서 노정업무는 노동부(지방의 경우 

지방사무소)의 소관으로 되어 있으며， 청소년북지는 주로 문화체육부의 소 

관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현행 체계상 북지행정이 톡립적으로 일원화되 

어 있지 않고 일반 내무행정체계률 통해서 업무가 수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불 수 있다. 이밖에 중앙과 지방의 단위사무에서 행정기관에 따라 지역적으 

로 차이， 륙 어땐 지역에서는 행해지고 있는 업푸가 다른 지역에서는 행해 

지지 않고 있는 사무들이 있는데， 이는 모든 지역 또는 기관별로 대개의 경 

우 얼률적인 업무룰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고유한 업무， 축 예 

를 들면 어느 시(구)에서는 경로식당 운영 또는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 동 

의 단위사무률 수행하고 있지만 다른 시나 군에서는 단위사무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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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운 경우도 있었다. 

2. 社會屬밟 單位훌훌훌의 홈性 

이상의 개별적인 단위사무률은 업무의 성격상 각각의 륙생율 지니고 있 

으므로 이러한 륙성툴올 종합하여 천체척인 륙정율 살펴불 필요가 있다. 이 

를 중앙부서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전체적으로 법적 근거， 

쳐리권자， 사무위임여부， 수입권자， 재정분탑 비율， 적용대상 지역， 사무내 

용구분 동의 면에서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의 법적 근거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는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 위에서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도 각 대상기관별로 단위업무가 법적 근거률 가지고 

있는지률 알아보았는데 결과는 아래의 〈표 3-5)에 나타난 바와 갈다. 전체 

적으로 보면 각 조사대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단위사무의 경우 모 

두 법적 근거률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률 기관별로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동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면 먼저 보사부의 경우 사회 

북지정책실 빛 가정북지국의 업무에서 전체 단위사무충 법률에 의거해서 수 

행되고 사무는 78. 2%.로 전체의 213 이상율 차지하고 있었고， 시행령에 의거 

한 사무는 전체의 15.4%였으며，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무는 5. 8%였으며， 지 

침이나 규정에 의해 수행되는 사무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닮다. 

지방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역시 법률어l 근거한 사무가 

전혜의 73. 3%.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자치단체도 66.없로 역시 법률에 근거 

한 사무가 많은 것율 알 수 있다. 하지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인 경우 

상대적으로 지침이나 규정(예를 들면 행정지시， 업무지침， 업무규정 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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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행정업무률 수행하는 비율야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지침이나 규정에 의거해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이 광역자치단체 

(17. 2%)보다 기초자치단혜(23. 0%)인 경우에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지방의 경우 업무의 숙성상 법률적 근거 보다는 지침이나 규정 

등에 의해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표 3-5) 사회복지행정 단위사무의 법쩍 근거 

보사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법적근거 

사혜수 (%) 사혜수 (%) 사례수 (%) 

법 률 269 (78.2) 192 (73.3) 126 (66.0) 
시행령 53 (15.4) 14 (5.3) 10 (5.2) 
시행규칙 20 (5.8) 1 (0.4) 9 (4.7) 
훈 령 3 (1.1) 1 (0.5) 
지침/규정 2 (0.6) 45 (17.2) 44 (23.0) 
기 타 7 (2.7) 1 (0.5) 
-
계 344 (100. 이 262 (100.0) 191 (100.0) 

* 무용탑 팡역 37사례， 기초 18사례 제외 

2) 사무 처리핀자 

사회복지행정 단위사무에 관한 개별법령상의 처리권자(주체)가 누구인 

지률 알아보면 〈표 3-6).과 같다. 단위사무의 처리권자가 누구인지률 살펴 

봄으로써 당해 사무가 고유사무거나 자치단체사무인지 아니면 위임사무인 

지률 개략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사부의 경우에는 표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천체 사무증 약 112인 49.1썩 업무가 보사부 장관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로 나타났으며， 시·도지사가 처리권자로 되어 있는 업무가 30. 2%. 

시·군구청장이 처리하는 업무가 12. 8%의 순으로 나타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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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방의 정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도지사가 처리권자인 업무가 

56.7%로 가장 많아서 약 절반 이상의 업무률 시·도지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읍율 알 수 있다. 그러고 다음으로는 보사부장관이 처리권재l면서 위임 

율 받아서 처리하는 업무가 27. 앓이며， 시·군구청장이 처리하는 업무가 

7. 닮률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역시 시. 1죠지 

사가 처리하는 업무가 전체업무중 50:앓률 차지하고 있고， 시·군·구청장이 

처리권자인 업무는 27.7". 보사부장관이 처리하는 업무는 18. 닮의 순으로 

나타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군·구 

청장이 처리하는 사회북지 업무가 상대척으로 많은 것율 알 수 있다. 

〈표 3-6) 사회복지행정 단위사무 처리권자 

보사부 팡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처리판자 

사혜수 (,,) 사혜수 (,,) 사혜수 (,,) 

대통령 24 (7.0) 
보사부장관 169 (49. 1) 66 (27.5) 32 (18.5) 
기타장관 2 (0.6) 12 (5.0) 2 (1. 2) 
시·도지사 104 (30.2) 136 (56.7) 87 (50.3) 
시·군·구청장 44 (12.8) 18 (7.5) 48 (27.7) 
기 타 1 (0.3) 8 (3.3) 4 (2.3) 

계 344 (100.0) 240 (100.0) 173 (100.0) 

* 무웅답 광역 59사례， 기초 $사례 제외 

3) 단위사무의 사무구분 

사회복지행정 단위사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지 아니 

면 기관이나 단체 위임사무인지는 행정기능의 배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고 볼 수 있다. 즉 전혜업무충 위임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는 중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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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집권적인 성격이 강한 체계로 볼 수 있고， 자치사무가 많은 청우에는 분 

판화된 체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 실태초사 결 

과에 나타난 중앙과 지방의 단위사무 구분올 보면 다음의 〈표 3-7)에 나타 

난 바와 갈다. 이러한 단위사무의 구분은 당해사무에 대한 개별법령상의 처 

리핀자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정우가 

있고 담당.;;t}들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판햄l 기초뼈 알아보았다. 

먼저 중앙의 경우 보사부의 단위사무를 보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 

가직접 처리사무가 전체 업무중 46.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 

사무로 불 수 있는 자치단체에 위입한 사무가 4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닮으며， 당해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륙멸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둥에게 권한율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는 9. 3J(로 적은 비 

중율차지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치사무인 고유업무가 42.4%.로 전체 업무충 

가장 많은 비중율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위임으로 수행하 

는 사무가 36. 0%. 단체위임사무는 21.6%였다. 이률 조사기관별로 세분해서 

보면， 셔울특별시의 경우 자치사무가 닮.1%. 기관위임사무 39.1%. 단체워엄 

사무가 28. 6%였으며， 부산직할시는 자치사무 42.9%.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 

임사무가 각각 28. 6%였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자치사무 3닮， 기관위임사 

무 4앓， 단체위임사무 2양로 나타나 대상기관별로 쩨률 보이고 있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가 전체 업무중 44. 5%.로 가장 많 

았으며， 그총II서도 시·도로부터 위임율 받은 사무가 29. 앓률 차지하고 있 

었으며， 단체위임사무는 33. 2%였는대， 그총II서는 국가로부터 단체위임받은 

사무가 21. 7%률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고 자치사무는 22. 3%.로 가장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별로 세분해보면， 자치사무가 전체 사무의 절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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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언 마산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단체위임사무가 가장 많고 다움으로 기관 

위임사무， 자치사무의 순이었다.때 

〈표 3-7)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의 구분 

분
 

구
 

보 사 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혜수 (%) 사혜수 (%) 사혜수 (%) 

고유사무(국가/지방)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엄사무 

계 

m이
외
인
이
 -
이
 

빼
때
어
 
-m 

m 

m
M
ι
 
-
…
쐐
 

120 (42.4) 
61 (21. 6) 

102 (36.0) 

쟁3 (100.0) 

45 (22.3) 
67 (33.2) 
90 (44.5) 

202 (100.이 

* 무응답 광역 16사혜， 기초 7사례 제외 

4) 위임사무의 법적 근거 

보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인 경우 위엄의 법적 근거를 그 내용 

별로 구쩨적으로 알아보면 〈표 3-8).과 같다. 전체적으로 무웅탑이 많고 륙 

히 보사부의 경우 더욱 그러한데， 이러한 결과는 고유사무 이외에는 위임근 

거 법령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정우가 많았먼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해 불 수 있다. 실무자들이 웅답한 내용으로 대체적인 추이률 파악해 

본다면， 먼저 보사부의 경우 시행령에 의한 위임이 55. 8%로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지침이나 규정이 26.9%, 법률에 의한 위임은 

29) 참고로 199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단위사무조사에 의 

하면， 광역자치단체(부산직할시， 경상남도)에서는 자치사무가 52. 8%, 단체 
위임 22.4%, 기관위엄 24.7%였으며， 기초자치단체(울산시， 김해시， 양산군， 

부산북구)의 경우는 자치사무 41. 2%, 단체위임 23.1%, 기관위엄 35.7%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r지방자치단체 단위사무묵록J ， 1992, PP. 14-19. 

-47-



17. 앓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있어서는 법률에 근거한 위임사무가 57. 5%.로 가장 많았 

으며， 시행령에 근거한 사무가 20. 8%, 업무지침이나 큐정에 의거한 사무가 

15.앓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역시 법률적 근거를 가진 위 

임사무가 53.~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Ol률 보이고 있지 않았지 

만， 그 다읍으로는 지침이나 규정에 근거한 위임사무가 34. 2%를 차지하고 

있었고 시행령에 근거한 위임사무는 8. 8%률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광역자치단체와 차이률 보이고 있다. 

〈표 3-8) 위임사무의 법쩍 근거 

보사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법적근거 

사혜수 (,,) 사혜수 (,,) 사례수 (,,) 

법 률 9 (17.3) 69 (57.5) 61 . (53.5) 
시행령 29 (55.8) 25 (20.8) 10 (8.8) 
시행규칙 1 (0.9) 
지침/규정 14 (26.9) 19 (15.8) 39 (34.2) 
기 타 7 (5.8) 3 (2.6) 

계 52 (100.0) 120 (100.0) 114 (100.0) 

* 각단체별 무웅탑제외 

5) 위임사무의 수임권자 

중앙에서 위임율 했거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언 경우 

수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면，(표 3-9)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보사부의 

경우 위암율 한 사무중에서 수입판자는 시도지사인 경우가 가장 많아서 

42.잃률 차지하고 있고， 시·군·구청장이 30. 8%, 협의회나 연합회 퉁이 포함 

된 기타의 경우 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에서도 역시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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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가 전체의 63. 3%로 가장 많았고， 시군구청 

장이 앓.7%였으며， 기타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낫다. 반면 기초자치단체 

의 경우 사무위임을 받은 수임핀자가 시·군·구청장으로 단위사무의 대부분 

율 차지하고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었다. 

〈표 3-9) 위임사무의 수임권자 

보사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수임권자 

사혜수 (%) 사혜수 (%) 사혜수 (%) 

시·도지사 22 (42.3) 93 (63.3) 
시·군·구청장 16(30.8) 51 (34.7) 123 (98.4) 
기 타 14 (26.9) 3 (2.0) 2 (1. 6) 

계 52 (100.0) 147 (100.0) 125 (100.0) 

* 각 단체l별 무웅답 제외 

6) 위임사무의 감톡유형 

~급기관으로 부터 위임율 받은 업무는 감톡올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갑 

톡의 유형률 알아보면 다읍의 〈표 3-10)과 칼다. 먼저 보사부의 경우 위염 

사무에 대한 감톡형태에 있어 ‘지침’인 경우가 전체 위임사무의 37.없로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놔고， 다음으로는 ‘보고’ 20. 8%, ‘자료제출’ 12.9%, 

‘감사’ 6.9% 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의 ‘승인 

이나 인가’ 가 전체 사무중 28.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지침’이 22. 8%, ‘감사’가 13. 6%, ‘시정이나 취소’ 형태가 10. 5% 풍의 순으 

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칩’이 전체 위임사무의 27%.로 가장 많고， 

‘감사’ 가 24. 8%, ‘승인이나 인가’ 가 14. 2%, ‘보고’ 가 9. 2%.의 순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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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주로 중앙의 경우에는 지침， 보고 또는 자 

료제출이 많은데 비해， 지방으로 갈수룩 승인 또는 인가， 감사와 갈은 형태 

로 감톡을 받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0> 위임사무의 감독유형 

보사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무내용 

사혜수 (%) 사례수 (%) 사혜수 (%) 

승인/언가 3 (3.0) 46 (28.4) 20 (14.2) 
시정/취소 2 (2.0) 17 (10.5) 10 (7. 1) 
감사 7 (6.9) 22 (13.6) 35 (24.8) 
지 정 4 (2.5) 5 (3.5) 
훈 령 1 (1. 0) 1 (0.6) 4 (2.8) 
지 침 38 (37.6) 37 (22.8) 38 (27.0) 
예규/지시 6 (5.9) 14 (8.6) 6 (4.2) 
보고 21 (20.8) 9 (5.6) 13 (9.2) 
자료제출 13 (12.9) 1 (0.6) 1 (0.7) 
권고/조정 5 (3. 1) 3 (2.1) 
기 타 10 (9.9) 6 (3. 7) 6 (4.3) 

계 101 (100.0) 162 (100.0) 141 (100.0) 

* 광역: 위임사무 1잃사례중 무웅답 1사례 제외 
기초: 위임사무 157사례충 무웅탑 16사례 제외 

7) 단위사무의 내용 

현행 중앙과 지방의 단위사무의 성격을 기획 조정 사무， 지도 감둑 사 

무， 운영 집행 사무， 그러고 기타로 크게 구분해서 나타난 결과는 다읍의 

〈표 3-11>과 같다. 먼저 보사부의 경우 전체 사회북지사무중 운영 집행사무 

가 가장 많아서 전체의 47.양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고，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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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획 조정사무가 22. 3%, 지도 감톡사무가 20. 양의 순으로 나타나 중앙부 

서언 보사부의 사무중에도 운영 집행의 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단위사무 구분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적으로 지방에 

단체 또는 기관위임한 사무률이 약 절반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3-11) 단위사무의 내용 

보사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무내용 

사혜수 (%) 사혜수 (%) 사혜수 (%) 

기획/조정 76 (22.3) 36 (12.1) 13 (6.3) 
지도/갑톡 69 (20.2) 106 (35.7) 53 (25.7) 
운영/집행 161 (47.2) 125 (42. 1) 101 (49.0) 
기 타 35 (10.3) 30 (10. 1) 39 (18.9) 

계 341 (100.0) 297 (100. 이 206 (100.0) 

* 무웅탑 보사부 3사례， 광역 2사례， 기초 3사례 제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역시 운영 집행 사무가 가장 큰 비충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42.1%였고， 다음으로는 지도 감독사무가 

35.7%, 기획 초정이 12.1쐐 순으로 나타나 중앙부서보다는 지도 감톡사무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운 

영 집행사무가 전체 사무의 약 절반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지 

도 감톡， 기타의 순으로 나타나 자치단체별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율 알 수 있다. 축 보사부의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제외할 때， 사무내용별로 

기획 조정의 업무가 많고 지방으로 잘수록 집행척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율 불 수 있으며， 지도 감톡 업무에 있어서는 보사부 보다는 상대척 

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보다 많이 수행되고 있다는 특정올 알 수 있다. 이 

이
 써 



러한 결과률 종합한다면 철과적으로 단체별로 공히 운영 집행 사무가 가장 

큰 비충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앙부서인 경우 기획 조정의 사무가 많고， 하 

위단체일수록 운영이나 집행에 관련된 사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올 알 수 

있다. 

8) 단위사무의 북적 

중앙과 지방의 단위사무의 목적율 규제， 인허가， 조장 급뿜 보호， 관리 

의 네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2)와 같다. 보사부의 경 

우 전쩨 사무중 관리사무가 4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비중율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조장 급부 보호가 30.9", 인하가 사 

푸는 14.~， 규제사무는 11.9썩 순이었다. 광역자치를랜I의 경우도 보사부 

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사무목적별로는 가장 큰 비충을 착지하 

고 있는 사무는 관리로서 48. 0%였으며， 다음으로는 조장 급부 보호사무가 

34.9", 그러고 인허가， 규쩨의 순으로 나타놔다. 

〈표 3-12) 단위사무의 묵적 

보사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무톱척 

사혜수 (,,) 사례수 (,,) 사례수 (,,) 

규 쩨 40 (11. 9) 18 (6.0) 8 (3.9) 
언/허가 49 (14.5) 33 (11.1) 19 (9.2) 
조장/급부/보호 104 (30.9) 104 (34.9) 93 (45. 1) 
관 리 144 (42.7) 143 (48.0) 86 (41. 7) 

계 337 (100.0) 298 (100.0) 206 (100.0) 

* 푸웅답 보사부 7사례， 팡역 1사례， 기초 3사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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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체 사무중 조장 급부 보호의 북적율 가진 

사무가 45.1%률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관리가 41. 7%. 인허가 사무 

가 9. 2%. 그러고 규제 목적의 사무는 3.9%.로 극히 척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 

를 보이고 있는데， 전헤척으로 보면 중앙부서인 보사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나 인허가의 사무가 큰 비충율 차지하고 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이러한 

규제적 성격의 업무보다는 초장 및 보호의 업무가 큰 비중올 차지하고 있음 

율알수있다. 

9) 단위사무의 재정분담 현황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단위사무중 재정이 소요되는 

사무의 경우 재정을 국가와 지방이 어떻게 분답하고 있는지률 통해 전액 국 

가부탐인 경우에는 국가사무， 전액 지방에셔 부담하는 경우는 자치단체 또 

는 고유사무로 불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이 분담하는 경우에는 그 분탑비 

율에 따라 사무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의 

재정분탐 현황율 종합적으로 알아보면 다융의 〈표 3-13).과 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사부의 경우 재정이 소요되는 단위사무중 국가와 지방이 공동 

으로 부담하는 사무가 많.2%로 과반수 이상의 사무률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는 사무는 전혜의 29.7%. 전액율 지방비 

에서 충당하는 사무는 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채정이 소요되는 사무중 국가와 지방 공동으로 분 

탐하는 사무가 49%.로 약 112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액 

지방비에서 충당하는 사무도 48. 6%.로 거의 비슷한 비충을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액 국비로 수행하는 사무는 극히 척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펀 기초자치단체l의 경우에도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출하는 사무가 

가장 많아서 전체의 56. 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액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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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서 충당하는 사무는 36. 8%.에 이르고 있었고， 국비에셔 충당되는 사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광역자치단체와 차이률 보이고 있옵울 알 수 있다. 

〈표 3-13> 단위사무의 재정분담 헌황 

보사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재정분탐 

사혜수 (%) 사혜수 (%) 사혜수 (%) 

전액국비 33 (29.7) 5 (2.4) 9 (6.8) 
일부국비 59 (53.2) 103 (49.0) 75 (56.4) 
전액지방비 19 (17. 1) 102 (48.6) 49 (36.8) 

계 111 (100.0) 210 (100.0) 133 (100.0) 

* 재정소요사무 각각 111. 210. 1잃사혜 

10) 단위사무의 재정중 국가부담 비율 

재정이 소요되는 단위사무중 국가와 지방이 분탐하는 사푸악 경우 그 

분탐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률 알아보면 다음의 〈표 3-14)와 같다. 먼저 보사 

부의 경우 8없률 국71-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무가 전체의 약 2/3인 63.1%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50 - 79%률 부담하는 사 

무가 28.1%. 50% 미만은 8. 8%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는， 국가가 50 - 79%률 부담하는 사무가 전체의 54. 3%를 차지하여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고. 80%를 부탐하는 경우는 전혜의 34. 8%. 30 - 49%를 부 

담하는 사무는 6. 닮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8없를 부담하는 사무가 전체의 52.7%.로 가장 많은 비중율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50 - 79%률 부담하는 경우가 29.7%. 30-49% 부탑이 16. 2%의 순 

으로 나타나 지방의 경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칸에 차이가 있움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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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단위사무의 재정중 국가부담 비율 

보사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국가부답비율 

사례수 (%) 사혜수 (%) 사례수 (%) 

10% 4 (4.3) 1 (1. 4) 
30-49% 5 (8.8) 6 (6.5) 12 (16.2) 
50-79% 16 (28. 1) 50 (54.3) 22 (29.7) 

8()% 36 (63. 1) 32 (34.8) 39 (52.7) 

계 57 (100. 이 92 (100.0) 74 (100. 이 

명균부담버옳 71. 0% 60. 0% 65. 2% 

* 국가·지방 공동부담인 사례중 각각 무웅답 보사부 3사례， 
팡역 11사례， 기초 1사례 제외 

이처렴 국7까 그 일부률 부담하는 사무의 경우에 그 부담비율이 명균 

적으로 얼마언가률 알아보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체별로 약간의 차이 

률 보이고 있어서 보사부의 경우 재정이 소요되는 사무중， 국가에서 부탐하 

고 있는 비율이 명균적으로 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자치단체 

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부담비율이 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명균 

65.앓률 국가가 부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일부를 부탐하는 

경우 그 부담비율의 법위률 보면 최하 10%에서 최고 8()%에 이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보사부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최빈값은 8()%였고 팡역자 

치단체의 경우에는 50%로 나타나 차이률 보이고 있었다. 

11) 단위사무의 적용범위 

중앙과 지방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단위사무의 영향이 어느 지역범위 

까지 적용되는지 그 적용범위를 알아보면 다음의 〈표 3-15).와 같다. 먼저 

보사부의 경우 단위사무의 집행결과가 전국에 걸쳐 영향율 미치거나 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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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될 수 있는 사무가 전체의 57.앓률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라 할 수 있는 시·군·구 지역에 영향올 미치는 사무가 24.9%. 

광역단체인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전체 사무충 17. 8%인 것으로 나 

타나 전국적인 업무률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읍을 얄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사무중 시·도에 척용되거나 영향율 줄 수 있 

는 사푸가 48. 많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인 사무는 34.~. 

그러고 시군구에 적용되는 사무는 17.앓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국에 걸쳐 수행되는 사무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천체 사무중 52.9%률 차지하고 있었으며， 시·군·구 

의 범위에서 수행되는 사무가 39.앓로 상당한 비중율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도에 적용되는 사무는 7.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단위사무의 적용범위 

보사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대상지역 

사혜수 (%) 사혜수 (%) 사혜수 (%) 

전 국 193 (57.3) 102 (34.3) 109 (52.9) 
광역(시·도) 60 (17.8) 144 (48.5) 16 (7.8) 
지역(시·군·구) 84 (24.9) 51 (17.2) 81 (39.3) 

계 337 (100.0) 297 (100.0) 206 (100. 이 

* 무웅답 보사부 7사례， 광역 2사례， 기초 3사례 제외 

이러한 결과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당해 단위사무가 전국척으로 수행 

되는 사무라고 생각하는 실무자률이 많은 것에서 기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상대척으로 시·도 범위에서 행해지는 

사무가 많은 것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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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單位專務의 再홉分 必要性

다읍으로는 각 단위사무률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률에게 해당 단위사무 

의 재배분， 즉 중앙을 포함한 상급단체나 아니면 하급단체로의 기능재배분 

에 대한 내용을 기농재배분의 필요성과 기능재배분이 훨요하다면， 그 방향 

및 재배분의 이유를 질문하여 얻은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나타는 

결과는 다읍 장에서 다루는 기농배분의 판단모형에 의한 기능배분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단위사무의 재배분 필요생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행정 단위사 

무중 재배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3-16)에 나타나 있는 

데， 전체적으로 재배분의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16) 단위사무의 재배분 필요성 

보사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재배분필요성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있 다 23 (7.1) 43 (14.7) 31 (15.8) 
없 다 303 (92.9) 249 (85.3) 165 (84.2) 

계 326 (100.0) 292 (100.0) 196 (100.0) 

* 무웅답 보사부 18사례， 광역 7사례， 기초 13사례 제외 

먼저 보사부의 경우 채배분의 훨요성이 있다고 웅탑한 사무는 전체 사 

r 

ι
 



무의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정우에는 전체 사 

무충 14.7"률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써률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 

한 경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더욱 강하여 재배분할 필요생이 있는 사무가 

전체 사무의 15. 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충앙의 경우 보 

다는 지방으로 갈수룩 질질적인 업무률 담당하는 실무자률이 재배분 또는 

조정되어야 할 사무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해불수있율것이다. 

2) 단위사무의 재배분의 방향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가 재배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당해 단위사 

무가 어느 곳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인지， 축 재배분의 방행R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3-17)에 나타나 있다. 먼저 보사부의 경우를 보면 하위단체로 

이양할 필요가 있는 사무와 그밖의 사무로 구분해 보면， 민간에 위탁하거나 

〈표 3-17) 단위사무의 재배분 방향 

보사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재배분방향 

사혜수 (,,) 사례수 (,,) 사혜수 (,,) 

국가환원 3 (7.0) 
시·도환원 5 (16.0 
시·군·구이양 10 (45.5) 22 (51. 2) 14 (45.2) 
민간위탁/이양 12 (54.5) 17 (39.5) 6 (19.4) 
타부서 이관 1 (2.3) 6 (19.4) 

계 22 (100.0) 43 (100.0) 31 (100.0) 

* 각각 재배분 필요성이 있다고 웅탑한 사례중 무웅탑 보사부 l사례， 
광역 3사례， 기초 3사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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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할 훨요가 있는 사무가 전체의 54. 없로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할 

필요가 있는 사무 45. 5%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북지기능충 민간이양의 

필요생이 있는 업무가 많은 것율 알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군·구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푸가 천체의 51.2%률 차지하고 있어 재배분이 필요한 사무충 철반 이상의 

사무가 하급단혜로 이양되어야 할 것으로 지척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으 

로는 재배분이 필요한 사무충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하여야 할 사무가 

39. 5%였으며， 국가로 환원되어야 할 사무는 7. 0%인 반면， 타부서로 이관되 

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무는 비교적 적은 2. 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사부나 광역자치단체와는 약간 

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재배분의 필요성이 있는 사푸중 45.양는 시·군· 

구로의 위임이 아니라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민간에 위압하 

거나 위탁활 사무와 타부서로 이관될 필요가 있는 사무가 각각 19.4%였으 

며， 재정이나 인력면에서 시·도로 환원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무 

도 16.1%인 것으로 나타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북지행정 사무재배분의 

방향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 

3) 단위사무의 재배분 이유 

단위사무가 재배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방향율 제시한 경우 각 사 

항별로 재배분 이유 또는 근거는 무엇인지 실무자들이 지적한 내용율 알아 

보면. <표 3-18)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구체적인 이유률 묻는 질문에 웅답하 

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보사부의 경우를 보면 가장 많이 지적한 이유는 법 

언 또는 민칸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되고 또 현 

재 민간기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사업율 시행중인 사업이므로 민 

간으로 이양 또는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가장 많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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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하급단체로 이양할 필요가 있는 사무， 그러고 업무의 신숙성과 

현지성율 감안하여 하급단체로 이양할 필요가 있는 사무의 동 순으로 지척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재배분되어야 할 사무충 역시 민간에서 수행 

할 수 있거나 또는 민간에서 수행중이므로 이양이 필요하다고 웅답한 경우 

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역주민의 핀의률 위해 기초단체로 

이양할 필요가 있는 사무， 그러고 타부서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시 

행중이므로 재배분되어야 할 사무가 13. Ü", 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재 

배분되어야 힐 사무， 그러고 업무량이나 재정능력상 현 자치단체에서 수행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급단체인 중앙정부로 환원할 필요가 있는 사무의 순 

서로나타냥다. 

〈표 3-18) 단위사무의 재배분 이유 

재배분이유 
부
 
-
써
 

사
 
-
수
 

보
 
-
-
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례수(，，) 사례수 % 

1 ( 4.3) 2 (16.7) 
8 (34.8) 
9 (39. 1) 7 (58.3) 
3 (13.0) 2 (16.7) 
2 ( 8.7) 1 ( 8.3) 

23(100.0) 12(100.0) 

업무량/재정상 상급단체로 
지역 주민의 펀의상 하급단체로 2 (28.6) 
민간이양 필요 4 (57. 1) 
타부서에서 동일하께 시행증 
사무신축생 1 (14.3) 

계 7(100.0) 

* 재배분 필요성이 있다고 웅탑한 사례중 각각 무웅탑 제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도 민간으로의 이양 필요성 때분에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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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어야 한다는 사무가 58. 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업무량이나 재정형편상 "èJ'급단체I인 시·도나 충앙으로 환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배분되어야 하는 사무와， 타부서에서 동일하게 실시하기 때문에 

재배분되어야 할 훨요가 있는 사무가 각각 16. 7". 업무의 신숙한 쳐리률 위 
해서 재배분되어야 할 사무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수행중인 업무중에서 재배분되어야 

할 사무중에서는 민간이양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역적 륙생이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셔 ·재배분되어야 할 사무가 대부 

분융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상급단체로의 환원 또는 다른 부서로의 이양 

초청 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을 알 수 있다. 

4) 재배분 필요사무의 예시 

기능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한 단위사무의 정우 그 내용율 중앙과 지방 

의 각 행정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각 기관별로 사회 

북지행정 단위사무의 종류와 업무형태가 다양하여 얼률척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률이 웅답한 재배분 필 

요성이 있는 사무률 알아 봄으로써 사회북지행정 기능의 재배분의 개략척인 

내용율 파악할 수 있다.뼈 

먼저 보사부의 경우 〈표 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배붐이 필요한 사 

무충 민간이양의 필요성을 지척활 사무로는 향후 민간복지재원의 가용생을 

갑안한 사회북지사업 기금관리에 관련된 제반업무， 그러고 사회북지사업 종 

사인력에 관한 것으로 전문적 교육 및 자쩍증 교부 둥은 민간에서 자율척으 

로 수행하는 것이 바랍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방이양이 필요한 기 

30) 여기서 다루는 단위사무의 재배분 내용은 제 4 장의 2절 사회북지행정 
기능의 재배분에서 판단점수에 의해 실증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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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으로는 장애인북지와 관련하여 보장구 교부의 제반 업무， 보육시설종사자 

위탁교육， 의료보호기금 및 진료， 요양기관에 판한 업무 퉁이었다. 

〈표 3-19) 보사부의 재배분 필요사무 예시 

단위사무명 재배분방향 재배분이유 

- 사회북지사업 기금관리위원회 민간이양 민간북지재원율 민간주도로 
(기금운용， 기부금품의 모집， 조달 
기금운용계획， 출납공무원 임 
명，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 
정， 회계기관의 임명 통지， 
사회북지사업기금 결산보고) 

- 사회사업종사자의 양성 및 훈련 l 민간이양 l전문적 기술율 효율챔으로 
교육 

- 사회북지사 자격중 교부 | 민간이양 |딴반복적 업무 
-지방구호협의위원회 민간이양 민간이 자율적으로 외원물 

자관리 
- 물품매매 또는 교환의 허가 지방이양 업무신속성파현지성 

- 장애인보장구교부 지방이양 지방거주장애인에 대한 
시책 

- 보장구교부 또는 수리대상자 | 지방이양 
결정 및교부의뢰 

- 보장구교부 또는 수리비용 지급| 지방이양 l지방자치단체의 보호가 
효율적 

- 보육시설향}자의 교흙련 시 | 지방이양 
셜위탁 

- 모자북지사업비용의 보조 지방이양 
- 여성개발원 출연금 교부 민간이양 
- 지역의료보험조합 예산승인 지방이양 l시·도지사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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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계숙 

- 의료보호 기금의 설치， 운용 
-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지정취소 
- 요양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및검사 

- 요양취급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관계자료의 제출명령 

지방이양 

지방이양 

지방이양 

지방이양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표 3-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륙정척으로 의 

료보험조합의 칙제， 감톡 둥의 업무는 신숙한 처리률 위해 시. 군이나 구에 

이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소년 및 부녀북지와 관련된 

업무를 관이 주도하기 보다는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 

타나고있다. 

〈표 3-20) 광역자치단체의 재배분 필요사무 예시 

단위사무명 재배분방향 재배분이유 

< 서울륙별시 >

- 직장의료보험조합 체납처분승인 l 시군구이양 

- 지역의료보험 급여 | 국가환원 l통합된 한 기관에서 처리요 
-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제판리 | 시군구이양 |보사부에서 획일적 통제， 지 

역별 륙성에 따른 관리필요 

- 의료보험조합 지도감톡 시군구이양 

- 건전가정 육생 민간이양 |민간에서 수행가능한 사업 

-보육시설 확충 민간이양 |지역륙생에 맞게 민간시행 

- 알풀장운영 민간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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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계숙 

-윤락여성 션도시셜 
-부랑부녀자보호시설 
-부녀직업보도시설 

- 청소년 관련행사 
-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 청소년 놀이문화개발 
- 청소년 톡서실 운영 
- 청소년 지도보호 

〈부산직할시 >

국가환원 

시군구이양 
민간이양 |민간이양이 효율적 

민간이양 |관주도에서 민간위주로 전환 
민간이양 
민간이양 
민간이양 |현재 민간으로 위탁운영중 
민간이양 l경찰의 션도위원제도와 운영 

충북 

- 직장지구 의료보험조합 대표 | 시군구이양 l전국척 통일조청이 불필요 
이사션임승언 

-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 시군구이양 l주민과 밀접한 업무로 구청 
체납처분 승언 처리가 바람직 

- 아동북지시설 비용보조 ! 시군구이양 l시설보조금올 구청장에 지급 
위임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전달) 시군구이양 

- 사회북지법인에 대한 예산교부 l 시군구이양 

- 어머니 체육대회 
- 여성단체 풍록 

- 어머니 합창대회 
- 건천소비문화 조성사업 추진 
-자원절약운동홍보 
- 여성의식 함양 능력개발교육 
- 시민여성대학 강화 운영 
-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시군구이양 

시군구。범지역에서 지도， 감톡， 확인 
이용이 

시군구이양 |해서 시행뺨l 척철 
민간이양 

민간이양 

민간이양 

시군구이양 
시군구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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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계육 

- 청소년 육성관련 공청회 및 
세미나개최 

-톡서대학개설운영 
- 근로청소년 가요제 개최 
- 교양강화실시 

민캔I양 |청소년 탬에 위탁 

시군구이양 
민간이양 
민간이양 

< 경상남도 >

- 의료보험조합 칙처l 및 정원변경| 시군구이양 l조합실정율 갑안한 신숙한 

승인신청 처리 

- 불우아동 결연사업 l 민간이양 l현재민간단체에셔 수행중 

- 부녀상담 활동지원 | 타부서이판 종합적 상담쳐1계 확립필요 

-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 민간이양 |민간위탁율 통한 업무내실화 

- 농어촌 청소년율 위한 연극공연| 시군구이양 |농촌지역 실정 감안 
-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l 시군구이양 
- 청소년 육성 계획수립 l 국가환원 
-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l 시군구이양 |업무효율성 충진 
-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 시군구이양 
- 시설보호 소년소녀가장 대상 l 시군구이양 
청소년호연훈련 
갱소년 건전육성율 위한 도민 | 시군구이양 
토론회개최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표 3-21)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부 

녀북지 업무는 민간이양의 필요성이 지적되었고， 묘지， 납골당 둥 가정의례 

에 관한 업무를 시나 구가 자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 이양하고， 노 

정관련 업무， 부랑인단숙 동의 업무는 타부서의 업무와 충북되므로 이완하 

는 것이 필요하며，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단순 처리가 가능한 업무률은 

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예산집행이 수 

값
 
ω
 



반되는 생계비나 운영비 지원과 갈은 업무는 시나 도로 환원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나타낫다. 

〈표 3-21) 기초자치단체의 재배분 필요사무 예시 

단위사무명 | 재배분방향 | 재배분이유 

〈마산시 >

-묘지 납골당허가 시로이양 현재 위임사무로 주민편의 

- 시체 운반업허가 시로이양 에 의해 시로완전이양 

- 가정의례업소 지도감톡· 시로이양 필요 
- 노인북지회관 운영 및 지원 민간이양 
- 아동위원 관리 시로이양 

< 경남의령군〉 

- 부랑인시설 생계비 지원 시·도환원 | 지방의 업무가중 
- 부랑인시셜 운영비 지원 시·도환원 

〈부산북구〉 

-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타부서이관 근로북지공사와 업무충북 

- 정신요양시설 셜치허가 타부서이관 보건소에서 담당척절 
- 부랑인 단속 및 선도보호 타부셔이관 경찰관셔에 처리 바람직 

- 진료중의 재급및 발급 구로이양 단순업무이며 주민편의 

- 진료증의 변정확인 및 회수 구로이양 도모 

- 가정의혜업소 영업허가 및 랩이양 |댄펀의및쩨척렐 
변경허가 수행가능 

- 가정의례업소 휴혜업 신고 구로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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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계속 

- 가정의례업소 지도감톡 민간이양 

- 노인북지시설 지도감톡 구로이양 

- 노인북지시셜 수용 구로이양 

- 노인북지시설 운영 민간이양 

-노인건강진단 타부서이관 보건소실시가바랍칙 

-~애인 동록 구로이양 대상자의 편의도모 

- 장애인보장구교부 구로이양 // 

- 장애인 의료비 지급 구로이양 1/ 

- 미혼모 발생 예방사업 민간이양 

〈서울은명구〉 

-노동조합 시·도환원 

- 마리아 수녀회 갱생원 관리 시·도환원 종교재단위탁운영으로 

감톡 인해 관리책임 모호 

- 노인요양원 보조금 지원 및 시·도환원 

지도갑톡 

-노인건강진단 타부서이관 | 보건소에서 설시 바람직 
- 결식노인 지원 타부서이관 

- 시민 알풀장운영 민간이양 

- 새마율 부녀회 조직관리 민간이양 

4. 據大 必要性이 있는 社會屬훌il:fii훌 훌훌龍 

본 항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변화할 사회북지 수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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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하여 확대될 필요가 있거나 개선되어야할 업무 또는 기농이 있다면 어땐 

것이 있는지률 질문하여 얻은 결과률 알아보고자 한다. 얼션에서 사회북지 

행정 관련업무률 직접 담딩F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기농이나 업무는 

향후의 지방화 시대률 대비하면서 륙히 사회복지행정 분야에서 참고하여야 

할 내용률이라고 볼 수 있다. 

수집된 사례들율 보사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세분해셔 

그 주요 내용올 살펴보면， 먼져 보사부의 경우. <표 3-22>에 나타난 바와 

〈표 3-22> 보사부의 확대되어야 할 사회복지 행정기눔 예시 

〈보사부〉 

。 현행 재해구호체계는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재해 이재민만율 구 

호대상으로 함에 따라， 자연재해 이외의 교통사고， 건축물 붕괴， 가 

스폭발 둥 각종 사고로 인한 일시척 생계곤란자 및 부랑인， 해외 난 

민교포 동에 대한 일시 구호대책 미홉하므로， 재해 이재민， 부랑인， 

난민 동율 종합적， 체계척으로 구호하기 위한 종합 사회구호제도 

확립 필요 

。 현행 재해구호법율 전면 개정하여 가칭 “사회구호법”제정 필요 

。 재가노인보호， 주깐보호 및 단기보호의 서비스 확충， 기농강화 

。 노인복지 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노인북지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 기업 둥 민간의 노인복지 참여확대 

。 노인인구의 고형화에 대비 “노인북지局”율 셜치하여 노인북지 종합 

기획， 노인복지시설 총괄 관리운영， 노인북지 전문교육상담실 운영， 

노인소특보장 및 노인의료보장의 기능개발 보급， 강화 

。 시 ·군·구 및 읍·면·동의 일선기관의 업무량 증가와 노인전문인력의 

필요성 빛 노인북지증진을 위해 지역별로 노인북지과와 노인북지계 

가 동시에 신셜되어 노인북지증진의 효율화 도모 

。 부녀북지의 경우 예방차원의 상탐사업의 활성화， 성교육， 약물중톡 

예방교햄I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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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현행의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해구호률 범위률 넓혀 자연재해 뽑 아니 

라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사회구호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회구 

호법의 제정과 구호체계의 확립， 그러고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비한 노인 

북지국의 신설， 각 지방단위의 노인복지전달체계의 확립 필요성율 지척하고 

있다. 

광역자치단혜에 있어서는 〈표 3-23)에 나타난 바와 갈이 역시 노인북지 

업무의 효율적 운영율 위한 노인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고. 그러고 장애인의 북지욕구 증대에 따른 부서의 신설， 사회북지탐당 천 

문인력의 증원 및 지원강화， 그러고 여성 자원봉사인력 활용의 활생화 동 

서비스 대상에 따른 북지행정 기능의 강화률 지적하고 있으며， 각 시도내에 

서도 보건사회국과 가정북지국애서 수행하고 있는 북지기능율 통합척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개션 둥율 개션해야 할 첨으로 지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광역자치단체의 확대되어야 할 사회북지 행정기능 예시 

〈부산직할시 >
。 증가하는 노인북지업무의 효율적 운영율 각 시·도애 노인북지과 셜치 

또는 척어도 가정북지계와 노인북지계를 구분하여야 합 

〈경상남도〉 

0 장애인북지 욕구 및 수요의 증대에 따른 시 ·도단위 장애인 북지탐당 

기구(재활계)의 신설이 요망됨 

。 사회북지 수요증대에 따른 사회북지 담당부서 인력 및 기구 보강 

。 사회북지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예산의 지원 증대와(륙히 수용시설 

보호비증액) 사회북지시설 종사직원에 대한 처우개션이 요망되고 있 

으며， 시설에 일정인원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사 

회북지사 자격수당 신설둥 예산 지원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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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계속 

。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책정기준 완화 

。 소년가장세대 책정 문제(가정복지과 소관)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사 

회과 소관)은 불우하고 어려운 계충울 둡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 

서 지원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소년가장세대 잭청은 되었지만 생 

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상호 밀접한 업무에 모순점 

이 따르고 있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한 보완 조치가 요망됨 

。 여성자원봉사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젠타 창구 설치 확 

대가요망됨. 

。 건전가정 육생율 위한 대국민 운동 전개 

。 부서간 업무초정이 안되는 실정이고 지방화 시대에 관료위주의 업무 

라는 비난이 있고 마을 부녀회의 합동져도가 불가능함으로， 부녀지도 

협의회폐지 

。 시·도 및 시·군의 사회북지행정 기구개편이 요망되는 바， 가정복지국 

및 보건사회국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가정복지과와 부녀복지과의 분 

리는필요하지 않읍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표 3-24)와 같이 보육수요 증가에 따 

른 시설확대 및 전문인력의 양성， 여성자원봉사인력의 활용증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척하였으며， 현행 기농과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소년 

소녀가장을 포함하여 생활보호대상자틀에 대한 보호수준의 향상， 업무와 관 

련해서 형식척이고 비현실적인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지척하고 있다. 이 

상에서 각 기관별로 나타난 사회북지행정 기능의 확대에서는 공통적으로 북 

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제도척 대비책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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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노인북지， 장애인북지， 보육수요의 중가 동에 따른 장기척인 북지천 

달쳐I계의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회북지 전릎 

인혁의 확충 및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을 알 수 있다. 

〈표 3-24) 기초자치단체의 확대되어야 할 사회복지 행정기능 여|시 

〈의령군〉 

0 저소둑 맞벌이 부부률 위한 보육시설 확대 및 보육 지도원 배치 

。 사회북지 전문햄l 따른 각 분야별 척정 인원배치로 업무의 셰분화 

및 효율적인 사회북지업무의 추진 

。 점차 사회북지업무의 비중은 늘어가고 있어 현재 일선행정기관(시· 

군， 읍·면·동)의 사회복지 탐당자의 전문생 제고률 위해 정기척인 

교육훈련의 실시 

。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매년 보호개시연도 전에 되어야 함에도 보사 

부에서 늦게 시달됨으로써 보호대상자 보호에 차질 발생 

〈부산북구〉 

。 노인북지 수요증가에 대비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척 사회보장 

제도의 정착훨요 

。 저소묵충율 위한 일거리 제공방안으로 영세민 공장 동의 설립 

。 저소묵 밀집지역(영구임대 주택단지)의 슬럼화 및 빈곤문화의 확산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율 위한 대책 요망 

。 사회북지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축하므로 이의 증원배치 

。 의료보호대상자 및 대불금 상환자 관리업무 전산화 요망 

。 생활보호대상자 빛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업무의 이원화(생활보호계 

또는 사회계， 의료보장계)로 업무중북 초래 

。 업무수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과 규칙， 지침 둥에 있어 형식적이고 버 

현실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관련규정은 개정 또는 혜지률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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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계속 

〈마산시 >

。 여생의 건전한 가치환，생활의식 계도률 위한 각종 사회교육이나 주부 

대학운영확대가필요 

。 여성자원봉사 센터 및 이의 활성화 

。 여성의 지위나 판러보호률 위한 각종 상담 업무의 확대(가정법률 상 

탐 업무， 피해 받는 여생 보호 업무， 성폭력 상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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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4 훌 빼협뼈빼微離의輔샤 

본 장에서는 각각의 단위사무에 대해서 중앙 또는 지방애 적합한 사무 

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웅답결과률 기초로한 판단모형에 의 

거 기능재배분이 필요한 사무내용율 분석하그l자 한다. 이률 위해서 먼저 기 

능배분의 판단모형율 설정하고， 중앙의 보사부률 중심으로뻐 각 단위사무별 

로 어떻게 기능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검토하도L자 한다. 

짧 I 節 홉홉휩配分의 빼홉훌쩔렐 

1. 홉顧홉分 뼈斷훌훨의 構成

충앙과 지방의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율 위한 중앙과 지방깐 사무구분 

은 륙정사무를 두고 일정한 기준요소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현행의 법적인 배분실태을 검토하고， 다음 단계로서 일정한 판단기 

준에 의한 모형에서 얻은 결과를 현행 배분상태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 과정율 간략히 설명하면 먼저 법적인 배분은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 

이 국가사무(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와 지방사무(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31) 판단모형에 의한 기능배분에서 보사부에 중점율 두고자 하는 이유는 첫 
째， 본 연구묶척상 지방자치에 대비하여 중앙의 기능율 지방으료 이양하는 

데 초점율 두고 있다는 점과 둘째， 보사부의 경우 조사깨요에서 지적한 바 

와 같이 총무처에서 시행한 조사결과률 근거로 법적으로 객판척인 근거자료 

와 실무자률의 웅탑을 비교할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이런 근거자로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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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되며，g 이 법척인 구분은 현행 배분실태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법척 

근거의 정확성이 보장된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다. 다옴으로는 

판단기준에 의한 판단모형으로서 중앙사무의 륙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방사 

무의 륙성이 강한치률 구분할 수 있는 기준률에 대한 실무자률의 웅탑을 근 

거로 구성되었다. 따라셔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은 현행의 법척 배붐과 판 

단모형에 의한 철과률 비교 검토하고， 이와 함께 제 3장에서 지적되었먼 재 

배분 사무률율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능재배분 사무률올 쩨시하그l자 한다. 

2. 홉麗配分훼홉훌훨 

1) 법령상 규정에 의한 판단 

기능배분의 판단모형은 우선 일차적으로 법령에 근거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축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법형상의 처리판자 유무， 처리 

핀자가 있는 경우 쳐리핀자가 중앙의 행정기관장(보사부장관)이면서 지방자 

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근거가 없으면 국가사무이다. 반면에 

처리핀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률 판장하도 

록 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사무(자치사무)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임근거가 있는 경우， 푹 처리핀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또는 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위임근거가 있는 경우， 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면 

32) 총무처에서는 1992년도 지방이양추진지침을 각 부처에 시탈하면서 지방 

사무의 구분형태를 조정하였는 바， 종전의 단체위임사무와 자치사무(고유사 

무) 사이의 구분율 폐지하고 이률 자치단체사무로 일원화 하였다. 하미승， 

앞의 논문， p.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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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기관위엄사무)이며， 자치단체에로 위엄되어 있는 경우는 지방사무 

(단체위임사무)로 판단한다. 이렇게 법척 처리권자， 위엄여부 및 사무구분 

웅답결과에 따라 일차적으로 중앙의 사회북지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현행 기농배분의 실태를 나타내주는 근거로셔， 중 

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을 위한 다읍 단계의 판단기준과의 비교자료로서 활용 

된다. 법령상 규정에 의한 판단을 간략하게 도식화 하면 다음의 [도 3]과 

갈다. 

、

국가사무 지방사무(단체위임) 지방자치사무 

[도 3] 법령상 뮤정에 의한 사무구분 

2) 판단기준에 의한 판단 

하지만 이처럼 법령규정에 의한 판단은 현행 배분상태률 나타내 주지만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판단， 결정이 용이하지 않은데， 이는 각각의 사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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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법령상의 처리권자가 ‘자치단 

체의 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중앙으로부터 위임된 것인지 지방에 완천히 맙 

겨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거나 설무자률이 인 

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셔 판단을 위해서는 법령상의 규정에 근거한 구분율 바탕으로 하 

되. 이차적으로 사무의 성격에 따라 충앙 또는 지방사무에 척합한 요소률율 

포함하고 있는 판단기준에 의해 중앙과 지방의 사푸률 구분할 수 있게 된 

다. 여기서 사용된 판단기준은 충앙과 9.1방의 사무구분애 관한 기존의 연구 

률월을 참고로 하여 충앙과 지방의 기농을 구분할 수 있는 요소툴율 종합，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축 단위사무가 전국적안 통일성울 지난 업무인지， 

아니면 지역성이나 주민과 근접된 륙생을 지니는지， 그러고 국가가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도 재정이나 인력혈

에셔 어려움이 있는지 동에 관해서 임의로 션정된 기준률을 질문하여. 여기 

에서 나타난 결과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무인지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할 사무인지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판단울 

위한 기준으로 본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형태로 구성되었다. 

* 사회북지행정의 기능배분 판단기혼율 위한 요소(질문형태) * 

(ad 이 사푸는 종합척 정책 또는 계획율 수립， 초정하는 업무인가? 

(az) 이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설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업무인가? 

(blμl 사무는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 펀익 또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칙접 

판계되는 업무인가? 

(bz) 이 사무는 지역륙성 및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가? 

33) 하미승， 앞의 논문， 1992 및 홍민기， 앞의 논문，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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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이 사무가 전국적(광역척) 규모의 사업으로 시행되는 정우 경비절약， 

능률성제고 퉁 이익이 있는가? 

(C2) 이 사무가 기초자치단혜로 이양되어 시행되면 비용절감， 관리상의 능 

률성， 경쟁성 및 서비스 향상 풍의 이익이 있는가? 

(d) 이 사무의 처리률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가? 

(e) 이 사무는 자치단체간 형명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무인 

가? 

(f)) 이 사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 정보， 기술수준율 감안할 때 국 

가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무인7감 

(f2 ) 이 사무는 자치단체 스스로 또는 국가의 보완적 지원율 통뼈 지방 

에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사무인가? 

이러한 질문율 통해 얻은 결과로서 실제적인 판단율 위한 과정을 거치 

게 되는데， 먼저 첫 단계에서는 법령상의 규정에 따른 구분을 기초로 하여. 

이 구분의 적합성율 검토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판단기준에 의해 나타난 결 

과률 종합적으로 계산， 비교하여 최종적인 결정율 내리는 것이다. 이 경우 

법령상 규정에 의해 나타난 결과와 판단기준에 의해 얻어진 결과가 일치할 

때에는 문제가 없다고 불 수 있다. 하지만 두가지 법주의 결과가 얼치하지 

않는 경우， 즉 법적 구분과 판단기준별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우션적으 

로 이들 사무에 대해 기농재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는 법형상의 구분과 판단기준에 의한 구분을 종합적으로 비교하 

여 검토하는데 있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법령상의 구붐이 명확하여야 하 

고 판단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본 조사결과에서 

법형상의 구분은 중앙의 보사부를 제외하고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경 

우에는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판단기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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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도 행정실무자가 개인의 웅답내용을 근거로 활용할 수 밖에 없어 주관 

척인 의견이 내재될 가능생율 배제할 수 없는 점이 있긴 하지만， 사회북지 

행정 업푸률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업무생격에 대한 영역별 판단을 종 

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판단모형율 구혜적으로 설명한다면. 먼저 판단기준의 각 영역에서 

해당 질품애 대한 ‘예(y)/아니오(N)’의 웅답결과를 근거로 하여， 각각의 단 

위사무에 대한 법령상의 구분과 판단모형에 의한 점수를 검토하고， 다음으 

로는 상호 모순척인 결과률 보이는 사례률을 추출하여， 기능재배분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앙적 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적 사무인 

지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각 영역별 륙성률에 따라 영역별로 가중치 

를 주어 얻어진 점수법빼II 의해 판단하였다. 

이 방법은 각 기준별로 부여된 접수에 비중(wei빼t)을 탈리하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륙성율 보다 명확히 하는 장점운 있지만， 기준별로 어느 정 

도의 비중율 주어야 하는지는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제한점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구분을 보다 용이하게 함운 물 

론 판단의 오류률 비교적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중치를 준 점수를 비 

교하였으며， 분석의 구체적인 과정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34) 점수에 의한 판단방법으로는 중앙의 사무인 경우 正의 점수， 지방사무인 

경우에는 否의 점수률 부여하어 명균점수률 비교하거나 총점율 명가하는 방 
법이 있고， 또한 기준 영역이나 개별기준간에 일련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순위가 높은 영역 또는 기준에 중점을 두어 사무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올 

수 있으나， 이률 방법의 경우 가치중립적인 점수에 의해 얻은 결과로서 판 

단할 수 있는가의 문쩨와 순위에 따라 비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준영역 

간 가치서열이 과연 용이하게 설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러고 서열에 대 
한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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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단기준 영역 

판단기준의 영역운 앞서 언급한 기농배분율 위한 판단기준 요소률올 크 

게 묶어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영역은 각각 전국적 통일성， 지역생， 경제 

적 효율성， 업무의 전문성， 업무수행 능력， 사무주체 변동의 영향 등으로 

구정되어 있다. 

@ 전국적 통일성 영역은 판단요쇼중~ (at)과 (az)에 해당하는 것A로 업 

무가 정책이나 계획의 수럽 또는 통일된 기준설정이나 조정의 성격옳 

지냈는가이다. 

@ 지역성은 (bt}. (bz)에 해당되는데， 륙히 사회북지행정의 경우 강초 

되어야 할 지역주민의 생활과의 밀접성， 지역적 특수생 고려， 주민참 

여의 필요성 동의 요소가 포함된다. 

@ 청제적 효율성은 기준요소중 (ct}. (cz)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차원 

에서 시행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아니면 지 

방으로 이양되어 시행되는 것이 유리한지의 요소률로 구성되어 있다. 

@ 업무의 전문성은 기준요소 (d)에 해당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인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 지역간 형명성은 기준요소 (e)이며， 자치단체간의 형명성이 필요한지 

률구분하는 영역이다. 

@ 업무수행능력은 기준요소 (ft}. (fz)에 해당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톱자적 또는 중앙 

의 부분적 지원융 통해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로서 구분된다. 

(2) 판단기준에 대한 가충치의 부여 

이상에서 셜정된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을 위한 판단의 기준영역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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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판단첨수는 본래의 값， 축 가충치를 부여하지 않은 접수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중앙과 지방의 구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점수에 의해 계산해 

본 결과， 명빽히 구분되는 사무률율 제외하고는 경계선(중앙값)에 놓여있는 

사무률의 경우 판단율 내리기가 용이하지 않은 제한 점이 있다. 이러한 제 

한첩율 완화하고 보다 명확한 구분이 가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할 요소들에 가중치률 부여함으혹써 경계션에 있거나， 구분이 모 

호한 사무률올 보다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러가지 

요쇼·률율 감안하여 기준영역별로 가중치률 주어 계산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요소률 가운데 사회북지의 륙생율 감안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할 요소로는 그간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이었던 사회북지행정 업무들이 

지방화시대률 맞이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주민의 북지욕구에 대한 대 

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랴한 요소로는 철국 지역척 륙성의 고려， 지역주민 

생활과의 밀접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 둥과 갑은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륙 

히 사회북지서비스 부문에서는 서비스 효과성율 제고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의 접근생이 캉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활 것 

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생의 기준영역(b)에 가충치를 부여 

하여 본래 값의 112률 더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전국척 통일성(a)의 영역에 

도 동일한 가중치률 부여한다. 

다음 요소로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앞둔 시점에서 현재 중앙이나 상 

급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경우 이를 

재정적으로나 인력면에서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의 요소도 충요하게 고 

려되어야 하므로 지방의 업무수행능력 (f)을 나타내는 영역에도 통일한 가중 

치의 값율 추가하여 계산한다. 

그러고 그 나머지의 기준영역， 즉 경제적 효율성 (c) ， 업무전문성 (d) ， 

단체간 형명성 (e)의 영쩍에 대해서는 본래의 값윷 그대로 인정하고， 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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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해서 그 명균값(m)으로서 충앙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에 적합한 사무월인 

지를 판단하게 되는떼， 이률 간략히 공식화하면 다읍과 갈다. 

m = {1.5(al+a2) + 1.5(bl+b2) + Cl+ C2 + d + e + 1.5(fl+f2)} / ß 

m: 판단점수 
a: 전국적 통일성 (al， a2) 
b: 지역생 (bl， b2) 
C: 경제적 효율생 (Cl， C2) 
d: 업무전문성 
e: 지역간 형명성 
f: 업무수행능력 (fl, f2) 
ß: 총사무륙성 항북수 

이러한 계산과정율 롱해 각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에 나타난 결과를 예 

시하면 다음의 〈표 4-1).과 같은데， 예률 틀어 보사부 재활과의 업무중 사무 

륙성을 묻는 10개의 문항에서 계산된 점수$률 근거로 본다면 r장애인실태조 

사」와 같운 단위사무는 각 영역별 기준을 고려한 판단점수가 표에 나타난 

바와 갈이 1. 30으로 최소값을 갖는데， 이 값은 각 기준영역별 사무륙생 항 

묵을 종합적으로 보면， 국가사무척 륙성만울 나타내고 있는 사무로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r장애인 수첩의 교부」와 같은 업무는 그 값이 2.35로 

최대값에 근접하므로 지방적 사무의 성격이 강한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로 법령상의 현행 배분에 있어서도 판단접수가 높게 나타난 사무률의 

35) 이 공식에서 충앙척 륙성이 강한 업무는 최소값올 가지고， 지방사무는 

최대값율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된 방향의 질문에서 얻은 자료(data) 

률표준화시켰다. 

36) 판단모형에 의한 점수는 그 값 자체보다도， 단위사무의 내용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한 차원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앙 또는 지방 
척 성격이 어느 정도 강한가의 정향성율 보는데 유용하다. 

이
 이 



경우 거의가 단체위임사무로 되어 있어셔 이쳐럽 판단모형에 의해 구분된 

단위사무률을 각각 보사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쌀펴불 수 있다(각 

단체별 단위사무의 판단점수는 부록 표 참조). 

〈표 4-1)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벌 판단점수 결과의 예시 

단위사무명 뽑뿔2)~무 -특 ~ 한 )불1) 판략첨줘) 
aabbccdeff 
1 2 121 2 1 2 

장애인실태조사 (국) YYYYYYYYYY 1. 30 

동통지록기준 미해당자에 대한 (단) NNNYNYNYNN 2.25 

~애인 수첩의 교부 (단) NNNYNYNNNN 깥35 

중앙장애판정위원회 (국) YYYYYYYYYY 1. 30 

째및활 취의소료 취급기관의 지정 (단) NNNNNYNYNN 2.40 

우산수장보려금장구의 지 업급체기에준 대 결한정 생 I (국) YYYYYYNNUN 1. 67 

1) 사무륙생항묵은 판단을 위한 영역별 질문문항율 나타냄. 
Y: 예 N: 아니오 U: 판단불가 

2) 현행배분: (국)-국가사무 (기)-기관위임사무 (단)-단체위임사무 
3) 판단점수의 최소값(MIN)=1. 3: 최대값(뻐X)=2.6 

第 2 節 굶t會屬훌t行政 훌훌顧의 再配分

본 절에서는 제1절의 기농배분의 판단모형에 의거하어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가 어떻게 각각 중앙 또는 지방적 특생을 지 

니며， 조사대상 기관인 보사부， 팡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별로 어떻게 재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종합하여 사회북지행정 기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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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의 방향율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社會禮짧行훌훌 홉龍再홉分 

1) 중앙(보사부)의 사회복지행정 기농의 재배분 

현재 보사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북지행정 사무중 판단모형에 의한 

기능배분의 주요 내용율 각 실(국) 및 과별로 살펴보면 다읍과 같다. 

< 사회복지정책실 >

(1) 북지정책과: 

북지정책과의 단위사무의 판단점수에 의거하여 업무의 륙성율 구분한다 

면 국가사무로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운영， 법인관련 설립허가， 임완 취임， 

합병， 정관변경 동의 허가， 그러고 시설보조금의 보조 및 반환에 관한 업무 

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이들 사무가 국가사무로 되어 었다. 

지방업푸로는 위와 같은 법인에 관련된 업무가 기판위입이 되어 있고 자치 

단체에 위임된 사무로는 시·도， 시·군·구의 사회북지위원 위혹， 시설의 셜 

치와 개선과 정비， 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지방부탑 동의 업푸이다. 이률 

업무는 판단점수에 있어서 대체로 중앙값 이상의 높은 점수률 보이고 있어 

현행 배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하지만 현행 배분상으로는 국가 

사무이면서도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지방으로의 이양이 필요한 사무로 

는， 사회북지사업 기금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기금의 운용， 기금출납 명령관 

및 공무원의 암명， 기부금품의 모집 동의 업무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재 

배분이 필요한 사무에서도 북지재원율 민간부문에서 조달하도록 한다는 의 

미에서 민간이양의 필요성이 지적된 사무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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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북지정책과의 단위사무 분석 

단위사무명 
사무륙성항북 

판단첨수 뽑혈 aapbccdeff 
1 2 1 2 1 2 1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운영 (국) YYYYNYYYNN 1. 70 

사회북지사업 기금관리위원회 (국) YYYYNYNNNN 1. 90 

기금판리 운용 (국) NNYYNYNNNN 홉승홉했 

기부금품의 모집 (국) YYYYNYNNNN 1. 90 

기금운용계획 (국) YYYYNYNNNN 1. 90 

출기금납공출납무원 명령 입관명 및 (국) NNYYNYNNNN 황흉셀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국) YYYYNYNNNN 1. 90 

회계기관의 임명 통지 (국) NNYYNYNNNN 황웰협 

사회복지사업 기금 결산보고 (국) NNYYNYNNNN 쩔핍웰 

중앙사회북지위원회 (국) NYYYNYYNNN 1. 95 

싫도및시군구쐐북지 (단) NNNNNYYNNN 2.40 
원회 

북지위원위혹 (단) NNNNNYNNNN 2.50 

법인셜립허가(중앙) (국) NYNYNYYNYN 1. 95 

법인설립허가(지방) (기 ) NYNYNYYNNN 2.00 

법인셜립취소(충앙) (국) NYNYNYYNYN 1. 95 

법인셜립취소(지방) (기) NYNYNYYNNN 2.00 

임원취임 승인(충앙) (국) NYYYNYYNYN 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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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임원취임 승인(지방) (기) NYNYNYYNYN 1. 95 

임시이사선임 (국) NYYYNYYNYN 1. 80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기) NYNYNYYNYN 1. 95 

법인합병의 허가(중앙) (국) NYYYNYYNYN 1. 80 

법인합병의 허가(지방) (기) NYYYNYYNNN 2.00 

정관변경허가(2개 시·도 이상) (국) NYYYNYYNYN 1. 80 

정관변경허가(1개 시·도 국한) (기) NYNYNYYNYN 1. 95 

기본재산의 척분인가 (기) NYNYNYYNYN 1. 95 

시설의 설치허가 (단) NYNYNYYNYN 1. 95 

시명설령개·허선가 또취는소， 사업정지 (단) NYNYNYYNYN 1. 95 

시설정비명령 (단) NYYYNYYNYN 훌:1;」-

보조금보조(국가) (국) YYNYNYNYYY 1. 65 

보조금보조(지방) (단) YYNYNYNNYN 휠剛 

보조금 반환(국가) (국) YYNYNYNYYY 1. 65 

보조금 반환(지방) (단) YYNYNYNNYN 휩췄뤘 

비용징수승인 (기) YYNYNYYNYN 합i[~뭘 

* 현행배분: (국)-국7μ}무 (71 )-기관위임사무 (단)-단체위임사무 
사무륙생항북: Y(예)， N(아니오)， U(판단불가) 

판단점수: 최소값(MIN)=1. 3(중앙) < > 최대값(뼈X)=2.6(지방) 

(2) 북지지원과: 

북지지원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위임사무가 지방구호협의위원회 운 

영과 물품의 매매 .EE.는 교환의 허가， 지방 사회복지사셜 관리운영에 관한 

-85-



지도감묵 업무이고 나머지는 사회사업종사자 양생 및 외원에 관련된 업무로 

국가사무이다. 현행 지방사무인 경우는 모두 높은 점수률 보이고 있지만， 

국가사무이면서 판단점수상으로 지방적 사무로 나타나고 있는 사무로는 외 

원단체 둥룩， 취소， 외원물품 도입·신청 기증대상자 션정， 반환명령， 경버 

보조 동 외원에 관한 업무들이다. 이률 업무의 경우 역시 중앙에서 직접척 

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업무특성상 신숙성과 현지성을 감안하여 지방에서 수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여기 

서 륙정척인 것은 사회사업종사자 양성 및 훈련， 자격증 교부업무로 점수상 

으로는 낮게 나타나 국가사무척 성격이 강하지만 재배분 필요성에서는 민칸 

이양의 필요생이 지적되었는데， 성격상으로는 사회북지인력의 양성이 통일 

된 기준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하지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3) 북지지윈과의 단위사무 분석 

단위사무명 

사회사업종사자의 양성 
및훈련 

사회북지사자격증교부 

중앙구호협의위원회 

지방구호협의위원회 

외원단체동룩 

외원단체 취소 

외원불품의 도입금지 통고 

뽑뿔 
사무륙성항묵 

aabbccdeff 
1 2 1 2 1 2 1 2 

판단점수 

(국) NYYYYYNYNN 1. 85 

(국) NYYYYYNYNN 1. 85 

(국) YYYYNYNYNN 1. 80 

(단) N N N Y N Y N N N N 2.35 

(국) NYYYNYNNNN 홉:繼 

(국) NYYYNYNNNN 훨爾 

(국) NYYYNYNNNN 훌 휩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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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물품도입신청 결정흥지 (국) NYYYNUNNNN 훌E뿔 

외원물품의 도입인정 (국) NYYYNUNNNN 짧“첼 

기증대상자선정 (국) NNYYNYNNNN 짧J홉 

다효A송비의 부담 -111!i l (국) NNYYNYNNNN 훌;i 

물품매매 또는 교환의 허가 (기 ) N N Y Y N YN N N N 2.20 

사업계획 및실척 보고 (국) NNYYNYNNNN 휩!錯 

반환풍의 명령 (국) NNYYNYNNNN 쩔훌월 

경비의보초 (국) NNYYNYNNNN 쏠t웰썽 

사산회운북용X에법 관인한의 지 업도무갑톡 및( 재중) (국) NYYYYYNYYN 1. 70 

사관회한복 지지도시감설독 관(중리앙운)영에 I (국) NYYYYYNYNN 1. 85 

사판회한복 지지도시감설톡 관(지리방운)영에 I (단) NYYNYYNYNN 2.00 

* 현행배분: (국)-국가사무 (기 )-기관위임사무 (단)-단체위임사무 
사무륙성항북: Y(예)， N(아니오)， 비판단불가) 

판단점수: 최소값(MIN)=1. 3(중앙) < > 최대값(MAX)=2.6(지방) 

(3) 자렵지원과: 

자럽지원과는 전체적으로 단체위임사무가 많아서 이툴 업무는 모두 첨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국가사무이면서 첨수가 높게 나타난 사무 

로는 재해구호 업무가운데， 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보상금의 징수 및 환수 

둥 비교척 단순처리가 가능한 업무로 나타나고 있으나 점수상으로만 본다면 

이양 필요성이 높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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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자립지원과의 단위사무 분석 

단위사무명 
사무륙성항목 

판단점수 뽑혈 aabbccde 
1 2 1 212 1 2 

의사상자심사뀌원회 (국) NYYYYYYNNN 1. 85 

의사상자신청 (단) NYYYNYNNNN 2.05 

의사상자결정 및통보 (국) NYYYNYYNNN 1. 95 

보상금신청 및지급 (국) NYYYNYNNNN 삶월월 

보상금의 환수 (국) NYYYNYNNNN 얄i췄$ 

보상금의 징수 (국) NYYYNYNNNN 훤웰윌 

중앙위원회 (국) YYYYYYYNYN 1. 55 

지방워원회 (단) YYNYNYYNNN 1. 95 

착뿔뚫l수립및구호조 (단) YYNYNYNNNN 2.05 

적십자사의 시·도협조 (단) Y Y Y Y Y Y N N NN 홉찌훨훨 

토지 또는건물의 사용 (단) NNNNNYNNNN 2.50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보상 (단) NNNNNYNNNN 2.50 

현장조사 (단) NNNNNYNNNN 2.50 

현장조사롱지 (단) NNNNNYNNNN 2.50 

구호협력 요구 (단) NNNNNYNNNN 2.50 

구호업무의 위탁 (단) NNNNNYNNNN 2.50 

구호비용의 지변 (단) NYNYNYNNNN 2.20 

구호경비 부담 (국) YYYYYYYNYY 1. 40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단) NYNYNYNNNN 2.20 

구협신고 (단) NYNYNYNNNN 2.20 

구호결정 서면 및 구두통지 (단) NYNYNYNNNN 2.20 

* 현행배분， 사무륙성항목， 판단점수는 앞의 표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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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보호과: 

생활보호과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 운영. 보호대상자 초사 및 구분지침 

시달， 장관의 재결， 이의신청， 보호비용 교부， 기금의 지도감묵 업무가 국 

가사무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무가 자치단체 위임사무로 되어 있어 이률 

사무의 경우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지방이양이 이루어진 것 

으로 불 수 있으며， 국가사무인 보호비용 교부 및 대상자 조사 및 지침시달 

업무의 점수가 가장 낮아 국가사무척 생격이 가장 큰 업무인 것으로 나타낮 

다. 단 국가사무이면서 비교적 점수가 높운 사무로는 위원회 및 보호기환， 

기금의 지도갑톡 업무 둥이었다. 

〈표 4-5) 생활보호과의 단위사무 분석 

단위사무명 
사무륙성항북 

협뿔 Fapgfgdef ￡ 판단점수 

중앙위원회 (국) YYNNUUUUUU 짧꽉랬했 

지방위원회 (단} YUNNNYYYUN 2.06 

보호기판(중앙) (국) NUYYUYUUNN 활~홉웰 

보호기관(지방) (단} NYNNUUUYNU 2.42 

보지호침대 시상탈자 조사 및 구분 I (국) YYNNYYYUUU 1. 71 

보호대상자조사보고 (단} NYNNNUUUUU 2~50 

보호대상자의 조사 (단} N Y N N N U UU U U 2.50 

보호의 결정 (단} N YN N N U U U U U 2.50 

보호의 결정통지 (단} NYNNNUUYNN 2.43 

지도와지시 (단} NYNNNUUYNN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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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보호의 변경 (단) NYNNNUUYNN 2.43 

보호의 충지 (단) NYNUUYYUNN 2.21 

보호변경의 금지 (단) NYNNNYUYNN 2.28 

도지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 (단) NYNNNYYUNN 2.28 

도지사둥의 결정 (단) NYNNNYYUNN 2.28 

이변의경신 취청소 심사 및 각하， (단) NYNNNYYUNN 2.28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단) NYNNNYYUNN 2.28 

재결내용통지 (국) YYNNUYYYYN 1. 83 

보사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국)Y Y N N U Y Y Y Y N 1. 83 

보사부장판의 재결 (국) YYNNUYYYYN 1. 83 

보호비용교부및반납 (국) UUUUUYUUYY 1. 33 

보호기금의 운영 관리 (단) NYNYNUNNNU 2.25 

기금의 지도갑묵 (국) YYNYNYNNNN *강「훨5 

기금출납명령관둥 임명 (기 ) NNNYNYNYNU 2.16 

11 -,’ p t1 ~져τ 님rl보호대상자의 。 를 「 s (단) UYUUNUUUNN 2.38 

피보호자의 보호비용 징수 (단) NYUUNUUUNN 2.50 

보호비용의 정수결정 (기 ) NYNNNYUYNN 2.28 

보호비용의 반환명령 (단) NYNNNYUYNN 2.28 

* 현행배분， 사무륙성항목， 판단점수는 앞의 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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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활과: 

재활과 역시 단체위임사무가 많은데， 국가사무인 ~애인북지위원회 운 

영，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판정위원회， 자금의 대여 둥의 업무는 점수가 낮 

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 배분과 판단점수에 의한 배분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사무로 되어 있지만 점수상으로 지방적 사무의 

륙성이 강한 업무로 보장구 교부， 장애인충 담배소매인 및 홍삼류 판매인 

지정， 우표류 판매업 허가， 제작품의 구매， 장애인북지시설의 설치 둥의 업 

무로 나타나 이틀 업무에 대한 지방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결과는 앞셔 기능재배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가 효율적이라는 이유 

로 실무자률이 지적한 내용과 일치하고 었다. 

재활과의 업무중 륙징적인 것은 현행 법적으로는 단체위임사무이면서 

점수상으로 중앙적 사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수보장구 업체의 지정. 및 

취소의 고지， 보장구제조·수리업의 허가 및 취소업무로 이 업무에 대한 재 

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6) 재활과의 단위사무 분석 

단위사무명 
사무특성항북 

뽑뿔 FaPgfgdefg 판단점수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국) YYYYYYYYYN 1. 45 

지방장애인북지위원회 (단) YNNYNYYNNN 2.10 

위장축애인북지지도원 임명 또는 (단)NNNYNYNNNN 2.35 

장애인실태조사 I :국) Y Y Y Y Y Y Y YY Y 1. 30 

장애인둥록신청 (단) NNNYNYNYNN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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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속 

둥롱지록기준 미해당자에 대한 | (단) NNNYNYNYNN 2.25 

장애인수첩의 교부 (단) NNNYNYNNNN 2.35 

장애인 수첩의 반환명령 (단) NNNYNYNYNN 2.25 

장애인 동급의 초정 및 통지 (단) NNNYNYNYNN 2.25 

장애인증명서 발급 (단) NNNYNYNYNN 2.25 

중앙장애판정위원회 (국) YYYYYYYYYY 1. 30 

지방장애판정위원회 (단) YNNNNYYNNN 2.25 

재및활 취의소료 취급기관의 지정 (단) NNNNNYNYNN 2.40 

재활의료비의 섬사 및 지급 (단) NNNNNYYYNN 2.30 

의료비 지급(중앙) (국) YYYYNNNNNN 휩웠뼈 

의료비 지급(지방) (단) NNNYNYNYNN 2.25 

의료비의 심사및지급 (단) NNNYNYNYNN 2.25 

자녀교육비 지급(중앙) (국) YYYYYYNYNN 1. 70 

자녀교육비 지급(지방) (단) NNNYNYNYNN 2.25 

교통육보비 지급대상자 션정 및 (단) NNNYNYNYNN 2.25 

묵교육조사비 지급빼자재산 소 I (단) NNNYNYNYNN 2.25 

보장구교부(충앙) (국) NNYYNNNNNN 흉픔없 

보장구교부(지방) (단) NNYYNYNNNN 2.20 

보결장정구 및교부 교부 또의는뢰 수리대상자 (단) NNYYNNNNNN 2.30 

보지급장구 교부 또는 수리비용 I (단) N N Y Y N N N NN-N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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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숙 

보장구 업체의 육성(중앙) (국) YYYYNYNNNN l. 90 

보장구 업체의 육성(지방) (단) NNYYNYNNNN 2.20 

우취수소의 보 고장구지업체 지정 및 (단) YYYYNYNNNN 훨짧 

우산수장보려장금구의 지 업혜급기에준 대한 결정 생 I (국) YYYYYYNNUN 1. 67 

자급의 대여(중앙) (국) YYYYYYNYYN 1. 55 

자금의 대여(지방) (단) NNNYYYNYNN 2.15 

자및립 통자지금대여 대상자 결정 (단) NNNYNYNYNN 2.25 

제판조매인 탑 지배소정매인 및 홍삼류 I (략) NNNYNYNNNN 짧짧 

우표류판매업 허가 (국) NNNYNYNNNN 활짧 

자립훈련비의 지급(중양) (국) YYYYYUNNYN l. 72 

자립훈련비의 지급(지방) (단) NNNYYYNNNN 2.25 

제작품의 구매(중앙) (국) NNYYNYNNNN 짧~鋼 

제작품의 구매(지방) (단) N N Y Y N Y N N N N 2.20 

생계보조수당 지급(중앙) (국) YYYYYUNNYY l. 56 

생계보조수당 지급(지방) (단) YYYYNYNNYY 훌;혔월 

생계보조수당 지급기준 결정 (국) YYYYYYNNNU 1. 67 

쏠정계보 및조수 통지탕 지급대상자 (단) YYYYNNNNNN 2.00 

재활의 연구(중앙) (국) YYYYYYNNYN l. 65 

재활의 연구(지방) (단) YNNNNYNNNN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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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계숙 

장애인북지시설의 설치(중앙) (국) YYNNYYNNNN 홉훌훨 

장애인북지시설의 설치(지방) (단) NNNNNNNNNN 2.60 

장애인북지시설의 설치허가 (단) NNNNNYYNNN 2.40 

또장는애인 휴복지지신시고설의의 수 폐리지 (단) NNNYNNNNNN 2.45 

장애인북지시설의 갑톡 (단) NNYYNNNNNN 2.30 

의장애 정인지북，지 폐시지설명에령과 대한 허 사가취업소 (단) NNNNNNNNNN 2.60 

장납승애인인북지시설의 이용료 수 I (단) NNNYNNNUNN 2.50 

수장애납신인고 유의료 수복지리시설의 요금 I (단) NNYYNNNNNN 2.30 

보장구져1조， 수리업의 허가 (단) YYYYNYNNNN 품~ll월월 

보폐지 L구명처령1조과， 허 수가리의업의 취소 정지， (단) NYYYYYNYNN 합쳤혈 

* 현행배분， 사무륙성항목， 판단접수는 앞의 표와 동일 

(6) 가정북지과: 

가정북지과의 업무가운데에서는 가정의례심의위원회， 가정의례실천 추 

진위원회， 상례승인， 가정의례 보급경비 부담， 분묘얼제 신고의 업무가 국 

가사무이고， 나머지 지방 위임사무들은 높은 점수률 보이고 있어 현행 배분 

과 판단점수상의 배분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 

정북지과의 경우 국가사무중에서 가정의례심의위원회 운영을 제외하고는 점 

수가 중앙값에 가깝게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앞셔의 다른 부서률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업무 륙성상 가정의례 보급경 

비 부탐 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앙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지역의 륙성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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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윷척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불 

수있다. 

〈표 4-7) 가정북지과의 단위사무 분석 

단위사무명 
사무륙생항북 

판단점수 뽑혈 aabbccdeff 
1 2 1 2 1 2 1 2 

가정의례심의위원회 (국) YYYYNYYNUN 1. 67 

중앙가정의례 실천 추진위원회 (국) NYYYNYNNNN 훨훨헬 

지방가정의례 실천 추진위원회 (단) NNYYNNNNNN 2.30 

가정의례지도원 배치 (단) NNNYYNNNNN 2.35 

입액대 고료시， 수수료 동의 최소한도 (단) YNNYNNNNNN 2.30 

의례식장의 영업허가 (단) NNNNNNNNNN 2.60 

상례승인 (국) NYYYYYNNNN 1. 95 

영업허가의 취소 (단) YYNNNYNYNN 2.10 

가(국정가의)례준칙 보급경비부담 I (국) NYYYYYNNNN 1. 95 

가(지정방의)례준칙 보급경비부담 I (단) NNNNNNNNNN 2.60 

교매부장 및 화장개장의 신고증 I (단) NYNNNUNNNU 2.43 

분묘일제 신고(국가) (국) YYNYYYNYNN 1. 95 

분묘알제 신고(지방) (단) NYNYNYNYNN 2.10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설치 (단) YYNNNUNYNN 2.22 

골사E셜묘 설지치，허 사가설화장장， 사설납 (단) YYNNNUNYNU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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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껴l숙 

사용품및관리비 고시 (단) YNNYNUYNNU 2.12 

묘및치 허가 화취장소장 납골당의 이전 (단) NYNNNUNNNU 2.43 

무연분묘정리 (단) YYNNYUNNNU 2.12 

손실보상 (단) NYNYNUNNNU 2.25 

묘셜치지재조도성법， 화인의장장 지도 및감 납톡골당 (단) NNNYNUNNNU 2.43 

이장및화장공고 (단) NYNYNUNNNU 2.25 

개장및 개정허가 (단) NYNYNYNNNU 2.11 

시혜운반업 허가 (단) NYNYNYNNNU 2.11 

묘혜지지허， 화가장장 또는 납골당훼 (단) NNNYNUNNNU 2.06 

묘검지사， 및 화 보장장고 또는 납콜당의 I (단) NNNYNUNNNU 2.06 

* 현행배분， 사무륙성항목， 판단점수는 앞의 표와 동일 

(7) 노인북지과: 

노인북지과의 경우 국가사무는 노인북지대책위원회 운영， 경로주간 행 

사설정， 노인북지 및 여가시설 갑톡이고， 기관위임사무는 경로우대증 발급 

과 노령수당 지급이며， 나머지는 단혜위임사무로서， 대체척으로 법척 배분 

과 판단점수가 일치하고 있지만 국가사무로서 점수가 높아 이양필요성이 있 

는 업무는 경로주간행사 셜정으로， 이 결과는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지방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결과에서 비 

롯된 것으로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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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노인북지과의 단위사무 분석 

단위사무명 
사무륙성항북 

판단점수 뽑혈 a a b b f c d e f f 
1 2 1 2 1 2 1 2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운영 (국) YNYYNYNYYN 1. 80 

경로주간행사설정 (국) NNYNNNNNNN 앓~III績 

노인북지상탑원 임용 (단) NYYYNNNNNN 2.15 

상담， 입소동의 조치 (단) NNNNNNNNNN 2.60 

건강진단기관지정 (단) NYNNNNNNNN 2.45 

보건교육실시 I (단) NNYYNYNNNN 2.20 

경로우대중발급 (기) NYNYNNNNNY 2.15 

노령수당지급 (기) YYNYYYNYNN 휩월월 

노조치인북지시설 업소 및 천원 (단) NNYYNNNYNN 2.20 

노인북지시셜 설치허가 (단) NNNNNNYYNN 2.40 

노인여가시설 동룩 및 취소 (단) NNNYNNNYNN 2.35 

노(국인가북)지 및 여가시설 감톱 I (국) YYNYYYYNYN 1. 10 

노(지인방복)지 및 여가시셜 감톡 I (단) YYNYYYYNNN 1. 95 

비용수납승인 2.20 

* 현행배분， 사무륙성항목， 판단점수는 앞의 표와 동일 

(8) 아동북지과: 

아동북지과는 현행 법적으로 충앙보육위원회 운영， 아동에 대한 조사， 

입양알션기관 허가， 보육시설 설치 둥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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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위임사무인대， 전반적으로 판단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국가사 

무충에도 중앙값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국7l사무로 되어 있으면서 판단기 

준에 의해 점수가 높게 나타난 사무는 아동관련 조사업무가 있는데， 이는 

장애인에셔 처럼 륙수계충이 아니라 대상자체가 광범위하고， 지역에셔 접근 

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밖의 국가사무중에 

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시설위탁， 보육시설 셜치， 청문， 장학지도， 

세제지원 풍의 업무가 지방사무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무 

충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업무는 지방이양이 필요한 사무로셔 이미 설 

무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표 4-9) 아동북지과의 단위샤무 분석 
-----

단위사무명 
사무륙성항북 

판단점수 뽑뿔 F a b b f c d e f f 
2 1 2 1 2 1 2 

중앙보육위원회 운영 (국) NYYYYYYNYN 1. 70 

호요보조호치(시 아셜동보 및호 입 및산부 퇴소의) 보 (단) UYYYNYNNNN 1. 95 

친핀상실 선고의 청구 (단) NYYYNYNNNN 2.05 

아동의 후견인 선엄청구 (단) NYYYNYNNNN 2.05 

아동둥에 대한조사 (국) NNYYNYNNNN 양:，원월 

아동북지지도원 임명 (단) NYNNNYYYUU 1. 94 

지역아동위원위혹 (단) NYNYNYNNNN 2.20 

아인가동상탑소 및 시셜의 셜치 (단) YYNNNYNYYN 1. 94 

아업동정지복지시셜 인가취소와 사 I (단) NYYYNYYNNN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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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계숙 

청문(지방) (단) NYNYNYNYNN 2.10 

비용의 부탐(국가) (국) YYNYNYNYNN 1. 95 

비용의 부탐(지방) (단) YYNYNYNYNN 1. 95 

보조금의 반환명령(국가) (국) NYYYNYNYNN 1. 95 

보조금의 반환명령(지방) (단) NYYYNYNYNN 1. 95 

보고 및 검사(국가) (국) NYYYNYNYNN 1. 95 

보고 및 검사(지방) (단) NYYYNYNYNN 1. 95 

장학지도 (국) NNYYNYNNNN f휠댈훨 

비용의 보조(국가) (국) YYNYNYNYNN 1. 95 

비용의 보조(지방) (단) YYNYNYNYNN 1. 95 

세제지원(국가) (국) NNYYNYNNNN 짧흉였 

* 현행배분， 사무륙성항목， 판단점수는 앞의 표와 동일 

(9) 부녀북지과: 

부녀복지과의 경우 현재 법적으로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업무는 중앙모 

자북지위원회 운영， 모자북지사업 비용의 보초 및 한국여성개발원에 관한 

업무이다. 국가사무충 지방이양이 필요한 업무로는 실무자틀의 재배분 필요 

성에 대한 의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모자복지사업 비용보조의 지방이양 

과 여성개발원 관련업무로 사업계획， 예산승인， 출연금 교부 업무의 민간이 

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륙징적인 것은 현재 법척으로 

보호대상 모자가정 실태초사가 자치단체 위임사무로 되어 있다는 점과 보호 

비용의 부탐이 기관위임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호비용 부담업무의 점수는 매 

우 낮아서 중앙사무적 특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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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부녀북지과의 단위사무 분석 

단위사무명 
사무특성항북 

판단점수 뽑쩔 aabbccdeff 
1 Z 1 Z 1 Z 1 Z 

중앙모자북지위원회 운영 (국) YYYNNUNYNU 1. 94 

지방모~}북지위원회 운영 (단) UNNNUUNUUU 2.60 

모자북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 (단) NNNNUUYNNN 2.60 

보호대상 모자가정 실태조사 I (단) YYNYYYNNNN 1.95 

모(국자가복)지사업 비용의 보초 I (국) YYNYNNNYNN 훌황형 

모(지자방북)지사업 비용의 보조 I (단) YYNYNNNYNN 2.05 

국민주택의 분양및 임대 (단) YYNYNYNYNN 1. 95 

모자북지시설의 설치허가 (단) NYNNNUNNNU 2.44 

모자북지시설 인가의 취소 (단) NYNNNYNNNU 2.28 

직업보도시설의 설치허가 (기) NYNYNYNNNN 2.20 

보호비용의부담 (기) YYYYUYNYYY 1.00빼 

쉴활여성단체 설립허가 및 (기) NNNYNNNNNN 2.45 

예한t국여，성 결산개발 둥원의 사 승업인계획， I (국) NNYYNYNNYN 쫓i휩썰 

공동연구에 관한 조치 및 권고 (국) NNYYNYYNNN 짤댈월 

출연금교부 (국) NNYYNYNNNN 훨!짧 

관기본리원，금 운용 감규소정승의인 승 및인 기금 (국) YYYYYYYNYY 1. 40 

* 현행배분， 사무륙성항북， 판단점수는 앞의 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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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국 >

(1) 연금정책과: 

연금청책과에서는 주요 9개 사무 모두 법적인 국가사무로서 위임사무는 

전무하다. 또한 판단점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최소값에 가까 

와 중앙사무적 성격이 강한 것율 알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 업무의 성격과 

현행 전달체계(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11) 연률정책과의 단위사무 분석 

단위사무명 
사무특성항북 

판단점수 뽑뿔 a 흉 bbccdeff 
12121 2 1 2 

연금제도의 조사연구 | (국) YYNYYYYYYY 1. 45 

국민연금법 제정·개정 (국) YYNYYYYYYY 1. 45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운영 (국) YYNYYYYYYY 1. 45 

국규민정연 져금1정관· 개리공정단 승 직인제보수 (국) NYYYYYUYYY 1. 50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승인 (국) N N YY N Y Y N N Y 1. 95 

가입자자격확인 (국) YYNYYYNYNN 1. 85 

체납처분승인 (국) YYNYYYNYNN 1. 85 

급여지급 (국) YYYYYYYYYN 1. 45 

장애둥급조정승인 (국) YYYYYYYYNN 1. 60 

* 현행배분: (국)-국가사무 (기 )-기관위임사무 (단)-단체위임사무 
사무륙성항목: Y(예)， N(아니오)， U(판단불가) 

판단점수: 최소값(MIN)=1. 3(중앙) < > 최대값(뻐X)=2.6(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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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관리과: 

기금관리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5개 사무가 모두 국가사무이 

며， 판단점수도 중앙사무인 것으로 나타앓지만， 재정수리 추계 및 기금관리 

운용 업무에 비해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 결과보고 및 공시업 

무의 점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기률관리과의 단위사무 분석 

단위사무명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수립 

국민연금기금관리운용 

국1연금기금 결과보고 및 
깅옥λl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수립 

재정수리추계 

사무륙성항북 

뽑혈 aabgccdeff 
1 2 1 2 1 2 1 2 

(국) YNYYNYYNYN 

(국) YNYYNYYUYY 

(국) NNYYNYYNNU 

(국) YNYYNYYNYN 

(국) YYYYYYYYYY 

* 현행배분， 사무륙성항몹， 판단점수는 앞의 표와 동일 

(3) 기금심사과: 

판단접수 

1. 80 

1. 61 

향I훨월 

1. 80 

1. 30 

기금심사과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서 국민연금 급여 및 심사업무에 

관한 지도갑톡 업무 한 가지가 국가사무로서 현행배분과 판단점수에 의한 

재배분이 일치하고 있었다. 

〈표 4-13) 

단위사무명 

기급심사과의 단위사무 분석 

뽑헬 
사무륙성항북 

aabbccdeff 
1 2 1 212 1 2 

판단점수 

국민연금급여 및 심사업무에 I (국) YYYYYNNNNN 1. 90 
관한지도감독 

* 현행배분， 사무륙성향묵， 판단점수는 앞의 표와 동일 

-102-



< 의료보혐국 >

(1) 보험정책과: 

보협정책과의 업무도 대부분 국가사무이며， 지역의료보험 조햄l 관한 

얼부 업무만이 기관위입되어 있으며 단체위임사무는 없다. 현재 국가가 직 

접 처리하는 사무가운데서 판단점수가 높게 나타나 지방적 사무가 강한 업 

무률을 보면，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의 변경， 지역의료보험조합 보험급여 

실적보고， 공교의료보험 관리공단 정관변경 승인， 요양기관의 지정명령， 공 

교의료보험 업무의 타기관 위탁승인， 자격묵살의 확인 업무 둥이다. 반면 

현행 기관위임사무이지만 점수상으로 국가사무로 나타난 경우는 지역의료보 

험조합에 대한 지도감톡，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해산명령으로 이들 업무의 경 

우 기능배분의 필요생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4) 보혐정책과의 단위사무 분석 

단위사무명 
사무륙성항북 

판단점수 뽑혈 aaPgccdefa 
12121 2 

보정수험재승정인 안정을 위한 부담금 | (국) YYYYYYYNYY 1. 40 

보승험인재정 안정율 위한 사업 I (국) YYYYYYYNYY 1. 40 

보계획험재승q정l 안정기금의 관리운용 I (국) YYYYYYYNYY 1. 40 

의료보험연합회의 지도감묵 (국) YYYYYYYNYY 1. 40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 (국) YYYYYYYNYY 1. 40 

의료보험연합회의 차입금 승인 (국) YYYYYYYNYY 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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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계속 

의료보험심의위원회 (국) YYYYYYYNYY 1. 40 

쉴경의료보험조합 정판의 변경 (국) YNNNYYYYNN 짧짧 

지역의료보험초합의 해산명령 (기 ) YYNNYYYYYY 휩혔협 

훼훌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의 (기) NNNNUNNNNN 2.60 

설훌렇훨보험조합 대표이사 I (기) NYNYNNNNNN 2.30 

지처역리솟의료인보험조합 λ쁨의 긴급I (기 ) NNNNNUYNNN 2.56 

설열월뭘뽑조합 해산시 청 I (국) NYYYYYNNYN 1. 80 

지(시역도의지료사보 위험조임합) 예산송인 I (기 ) YUNNYNNYYN 2.00 

지처협리승의료인보험조합 기본재산 I (기) NNNNUNNNNN 2.60 

지보고역의료보험조합 사업실적 (기) NNYYNYNNNN 2.20 

쉴월뿔보험조합 보험급여 (국) NNYYNYNNNN 짤;헬 

~l흉윌짧흙뚫뿔흙뿔청 I (국) NYNYYYNYYN 1. 85 

옳훨좋원1타정수금의 체납처 I (기) NYNNYYYYYY 훌i훌뚫 

깊鍵보험조합에대한지 (기) YYYYYYYNYN 훤i훨훨 

지기관역의 위료탁보승험인조합 업무의 타 (국) NYNYUYNNNN 향‘월강 

의뾰험짧연햄 셜립명령 I ~국) YNYYYYYNYY 1. 55 

지 역조합 대표이사의 선임 (기 ) NYYYNNNYNN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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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계속 

훨혈발댄짧싫황복럴}명령과 I (국) YYNYYYYYYN 1. 60 

공경교 인의가료승보인험 관리공단 정관변 I (국) YNNNYYYYNN 활輔 

혈휠의료보험 관리공단 임원의 I (국) YYUYNYNNYN 1. 78 

보도λ험료벽율지 고 및시 군인피보험자의 I (국) YYNNYYYYYN 1. 75 

보험료체납처분승인 I ~국) NYNNYYYYYY 1. 75 

공차교입승의료인보험 관리공단의 (국) YYNYYUNNYN 1. 89 

공λ교사의.승료인보험 관리공단 예산의 I (국) YYNNYYNNYN 1. 95 

고의교 사의용료승보인험 관리공단 준비금/ (국) YYNNYYNNYN 1. 95 

공잔교 처의리료승보인험 관리공단 중요채 I (국) YYYYYYYNYN 1. 55 

요양기관 지정 명령 I ~국) YYNNYYYNNN 짧;웰훨 

공휘교탁의승료인보험 업무의 타기관 (국) Y Y N N Y Y Y~N N N 월Z:1繼 

웹싫장， 상임이사 또는 감λ엠 I (국) YNYYYYYNYY 1. 55 

이사의 임명 (국) YNYYYYYNYY 1. 55 

임원의 해입 (국) NYYYYYYNYY 1. 55 

월훌싫셜 또는 복지시설의 셜 (국) YYYYYYYNYY 1. 40 

회계규정의 승인 (국) NNYYYYYNYY 1. 70 

자격묵살의 확인 (국) N Y N N N Y N Y N N 썰헤〕훨월 

* 현행배분， 사무특성항목， 판단점수는 앞의 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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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관리과: 

보험관리과의 업무가운데서는 현행 국가사무이면서 판단접수에서 나타 

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사무로는 면허자격 정지처분， 의료보호 대상자의 

범위，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지정취소， 의료보험기금 집행실적 보고， 직장의 

보조합의 합병인가， 요양기판에 대한 서류제출 및 검사， 요양취급기관 지정 

취소 처분 둥으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냥다. 이런 결과는 앞철의 기능 

재배분 필요사무에서 지적되었던 지방이양 필요성이 큰 사무틀을 포함하는 

내용률이다. 또한 법적으로는 지방위입사무이면서 중앙사무척 성격이 강한 

업무로는 의료보호 기금의 설치운영，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보고 및 검사. 

사업장의 조사 동의 업무로 나타나 기눔배분의 필요성이 있는 사무률이 비 

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보혐관리과의 단위사무 분석 

단위사무명 
사무륙생항몹 

뽑쩔 Fapgfgdefa 판단점수 

면허자척 정지처분 (국) NYNNNNNYNN 홉11:醫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단) NNYYNYNNNN 2.20 

의료보호대상자범위 (국) YYNYNNNNNN 얄Wll휠 

의료보호의 시행 (단) YYNUNUNNNN 2.25 

쳐擊호 진료수7t 기준 동의 (국) YYNUUUYYUY 1. 58 

의료보호 기간의 연장승인 I ~단) NNYYNYNNNN 2.20 

앓촬혈훨집찢짧f을 받지 (국) NNYYNYNNNN 훌I顯 

의진료료보기호관의 제 지1차정 및 제2차 I (단) NYNNYNNYNN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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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계숙 

지의료정보호 제3차 진료기관의 2.25 

의료보호의 중지 (단) NYNNNYNNNN 2.35 

의료보호의 변경 (단) NNYYNYNNNN 2.20 

부당이륙의 징수 (단) NYYYNYNNNN 2.05 

의휴멍후기금의 셜치， 운용 (단) YYYYYYNNNN • 
의및료 검보사호사업에 관한 보고 (기) YYYYNYNNNN 훌 i 홉헬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지정취 
소(중앙) 

I (국) NNYYNYNNNN 훌ii!웰월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지정취 
소(지방) 

I (단) NNYYNYNNNN 2.20 

의료보호 진료지구외 진료승인 (단) YYNNNYNNNN 2.20 

의료보호 진료비의 심사지급 (단) YYYYNYNNNN ii~i!~1 

의임료명보호 기금관리 공무원 (단) NNYYNYNNNN 2.20 

기금집행 실적보고 (국) NNYYNYNNNN 앓:‘월웰 

의및료 보보호호대상 진자료비 관 심리사 초청 (국) YYYYNYNNNN 1. 90 

사업장의 조사 (기) NYYYYYNYNN 쫓!홉혈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 (국) YYYYYYNNNN 1. 80 

직인가장의료보험조합 당연설립 I (국) YYNNNYYYYN 1. 85 

직립L인의가료보험조합의 임의설 I (국) YYNNNYYYYN 1. 85 

직입F명의령료(중보앙험)조합으로의 편 I (국) YYYYNYNYNN 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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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계숙 

협황횡풍靜조합옆의펀 | (기) YYNNNYNYNN 1. 95 

직챔훨험조합의 운영랩 I ~국) YYYYNYNYNN 1. 80 

쉴훌렇휠보험조합의 대표이사 (국) YYYYNYNYNN 1. 80 

조합의 합병인가 (국) YYNNNYYYNN &잠鋼 

쉴훌2뻐l 대한 서류제출 및 (기) NYYYNYNYNN 1. 95 

요검사야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및 I (국) YYNNNNYYNN 훌mllO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I ~국) YYNNNYNYNY 1. 95 

요여양 관취껴급자기료관의에 제 대출한명 보령험급 (기 ) NYNYYYYNNN 2.00 

요양취급기관 지정취소 처분 lJ국) NYNYNYYYNN 훌웰협 

* 현행배분， 사무륙성항묵， 판단점수는 앞의 표와 통일 

(3) 보험급여과: 

〈표 4-16) 보혐급여과의 단위사무 분석 

단위사무명 
사무륙성항북 

뽑뿔 Fapgfgdefa 판단점수 

요양기관지정 (국) NYYYNYNYNN 1. 95 

요양기판취소명령 (국) NYYYNYNYNN 1. 95 

건강진단사업 (국) YYYYYYYYNN 1. 60 

진료비심사 (국) YYNYNYYNNY 1. 80 

* 현행배분， 사무륙성항목， 판단점수는 앞의 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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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의 경우 천체 4개 주요 업무가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로 

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지정 또는 취소 업무만이 중앙값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율 뿐， 현행 배분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축 법적 배분현황과 판단점수에 의한 배분올 종합해 본다 

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지만 부서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어서 현재는 국 

가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로 되어 있지만 판단기준에 의해 나타난 점수상으 

로는 지방사무적 성척이 강한 업무가 있고， 반면에 현재는 위임사무어지만 

내용상으로는 중앙척 륙성이 강한 사무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 

법적인 구분과 판단점수에 의한 얻어진 결과가 얼치하지 않는 사무들의 경 

우가 우선적으로 기능재배분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무로 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복지정책 및 셔비스 분야에 판련된 업 

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각 담당 부서률의 경우에는 계획의 수립， 대상자 

에 대한 일률적 기준설정， 전국적인 현황조사 및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업무 

는 공통적으로 중앙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로 나타나고 있지만 서비스 대 

상에 따라 업무룰 수행하는 부서률 중심으로 보면 대체로 대상자률에 대한 

직접적 전달에 관련된 업무의 경우 지역적 륙성 및 대상자를 포함한 지역주 

민과의 접촉을 요하는 지방 위임사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 ~애인， 아동p 노인， 부녀북지 분야의 경우， 단체위임이 이미 이 

루어지고 있어셔 지방이양이 진행중인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판단모형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지방사무척 륙성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이 

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이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민연금 업무의 경우 현재 일원화된 전달체계， 축 국민연금관 

리공단을 통해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지방이양이 어려운 기 

능울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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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지역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일부률 제외하고는 중앙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가 대부분인 것으로 불 수 있다. 이처럼 판단점수에 의한 결과는 앞서 

실무자들이 지척했먼 기능재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무률과 일치된 

결과를보여주고있다. 

2)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북지행정 기능의 재배분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의 경우에도 제 

2장의 기능재배분이 필요한 단위사무에서 살펴 보았듯이 기초자치단체로 이 

양하거나 또는 타부셔 이판 둥， 조정되어야 할 업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여기서는 판단모형에 의해 얻은 주요 결과와 실무자의 재배분 필 

요사무에 대한 웅답율 비교하여 조사대상 기관인 서울륙별시， 부산직할시， 

경상남도의 사회북지행정 기능재배분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찌(광역자치단 

체의 단위사무 내용은 부록 I 참조) . 

(1) 셔울특별시 

서울륙별시의 사회북지관련 부서(사회과， 보험연금과， 가정북지과， 부 

녀북지과， 청소년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운데서， 판단점수상으로 지 

방척 생격이 강한 주요사무를 예시하면 다읍과 같다. 

사회과부랑인션도 

·이웃룹기 관리 

37) 여기서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단위사무 조사결과 법적 근거 

의 내용율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웅답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행의 

법적 배붐현황 보다는 판단점수률 참고하여， 어땐 업무가 지방적 특성이 강 

한치 그 경향율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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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과 직장의료보험조합 체납처분 승인 

·지역의료보험조합 칙제관리， 지도감톡 • 

가정북지과보육시설 확충·운영지원 

·고령자취업알선센타 

·재가노인봉사사업 

부녀북지과부녀북지관 운영 

·주부환경 교실운영 

·부녀교실， 여성교양대학， 어머니교실 운영 

·부랑부녀자보호시설 

·부녀상담 

.부녀직업보도시설 

청소년과 청소년 판련행사 개최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청소년톡서실운영 

이들 업무률운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웅답한 사무들의 내용과 대체로 일 

치하는데， 서울륙별시의 경우에는 륙히 민간이양의 필요성이 큰 사무툴울 

지적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주로 부녀 및 청소년 북지에 관한 업무률이 주 

총율 이루고 있다. 판단점수에 의한 결과와 실무자률이 용답한 내용윷 비교 

해보면， 의료보험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역의보의 체납처분 승인， 초합의 직 

제관리， 조합의 지도갑톡 업무가 지역척 륙생에 따른 관리의 필요생에 의해 

구로 이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전가정 육생， 시민알툴장， 

부녀직업보도시설， 청소년 관련행사 동의 업무가 관주도 보다는 민간이 운 

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척이라는 첨에서 민간이양 필요생이 높은 것으로 다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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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직할시 

부산칙할시의 사회북지행정 담당부서(사회과， 가정북지과， 부녀북지과， 

청소년과)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에셔 지방사무척 륙생이 강한 것으 

로 나타난 사무는 다읍과 갑다. 

사회과행려사망자의 장의업무 

·의료보험조합 정관변경인가 

·조합 대표이사 션임승인， 조합임원의 해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체납쳐분 승인 

·직장의료보험의 지도 갑톡 

·의료보호 환자입원기간 연장승인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지정 또는 취소 

가정북지과노인주간보호 사업기관 운영 

· 경로식당， 노인교실 운영 

·무의탁 재가노인세대 관리， 영세 치매노인환자 관리 

·가정의례준칙 게몽 및 실적보고 

· 아동북지 증진을 위한 시책 연구개발 업무 

·사회북지법인(아동) 정관변경인가 

·수익사업 허가동의 업무 

부녀북지과 미혼모발생 예방사업 

·여생회관운영 

·부녀지도협의회 운영 

· 어머니 체육대회， 시민합동 결혼사업 

·자원봉사원관리 

·자원절약 운동홍보， 여성 능력개발 교육 

·여성단체 조직관리， 시민여성대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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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소년 자럽지원기금 설치 운영 

· 심신수련활동， 청소년의 탈 행사 실시 

· 청소년 선도캠페인，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톱서대학 운영， 교양강화 실시 및 교육수료자의 사후관리 

·취미교육， 근로청소년 상탐지도， 회관북지시셜의 대관 

부산직할시의 경우에도 판단점수상으로 지방이양이 필요한 사무률과 실 

무자률의 웅탑이 일치하는데， 지역의보조합의 보험료 체납처분 승인， 대표 

이사 선임승안 동의 의료보험 업무와 국고보초금 신청·전달， 사회북지법인 

에 대한 예산교부 둥의 업무는 구청장에 위임하는 것이 주민 근접성변에서 

바람직하고 부녀북지관련행사(체육대회， 합창대회， 교육강화)와 청소년북지 

판현행사도 민간의 유관단체나 구청에 위압하는 갯이 현실적으로 바람칙한 

것으로나타나고있다. 

(3)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사회북지 관련부서(사회북지과， 가정북지과， 부녀북지과， 

청소년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는 전체적으로 셔울시 

나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영세민 구호 빛 의료보장에 관련된 업무보다 사회 

북지서비스 업무중에서 지방에서 수행할 업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갈다. 

사회과사회북지법인 임원취임인가， 임시이사 선임승인 

·보장구수리업 허가 

·의료보험 적용사업장 적용신청 및 펀입명령 

·의보조합 결의취소 및 조합임원의 해암， 직제 변경승인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처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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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설립인가 승인 

·의료보험조합 사무의 긴급쳐리 

가정북지과노인건강진단， 노인북지/여가시설의 설치 

·노인공동작업장셜치 

·의혜식장 영업허가 및 지도감톡 

· 화장장， 묘지， 납골당 설치 

·어린이날 행사 

·아동일시위탁， 시설아동보호 기간연장 조치 

·불우아동결연사업 

·보호시설 수용아동의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미혼부모 발생예방 교육， 동거부부 결혼사업 

·모자가정 결연사업，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 

·부녀지도협의회 운영 

청소년과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소년소녀 가장 호연훈련，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 지도위원 위축 및 관리， 청소년 션도사업 

·유해환경 지도， 청소년단체 지원 및 지도감톡 

경상남도의 경우에 있어셔는 특히 청소년 관련업무중 국가환원율 지척 

한 청소년 육성계획 수럽의 업무를 쩨외하고는 대체로 기능배분의 방향이 

시나 군에 이양할 필요생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는대， 청소년 체육대회， 

어울마당 운영， 호연훈련 풍의 업무률이 지역실정 및 업무효율성면에서 시· 

군으로 이양될 필요생이 있으며， 불우아동 결연사업은 현재 민간기관에서 

수행충이므로 민간으로의 이양필요성을 지척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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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 기농의 재배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는 실태분석 결 

과에셔 알 수 있듯이 중앙의 보사부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천쩨척으로 집 

행척 생척의 업무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여기셔는 판단모형에 의해 얻은 주 

요 결과률 중심으로 앞셔 쩌11 2장에서 다룬 재배분 필요성 및 이유와 버교하 

여 조사대상 기관인 마산시， 의명군， 부산 북구， 서울 은명구의 사회북지행 

정 기능재배분에 대해 각 기판별로 담당부서 및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올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기초자치단체의 단위사무 내용은 부록 I 

참조). 

(1) 마산시 

마산시의 사회북지 담당부서는 사회과， 가정북지과 및 사회진흥과로 구 

분되어 있는데， 현재 수행중이면서 또한 지방사무적 성격이 강한 업무률운 

다음과 같다. 

·사회북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톡 

· 화장장 및 묘지관련 업무， 가정의례업소 지도감톡 업무 

·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주간 설정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불우아동결연 

·부녀상탐사업 

· 미혼모 발생예방 및 션도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 부녀지도협의회 운영， 부녀북지관 운영지도 

마산시의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부녀， 아동 둥 가청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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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푸가 지방에셔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률 업무가운데 

묘지. 납골당 허가， 가정의례업소 지도감독 둥의 업무가 기농배분에셔도 시 

나 구로 이양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2) 의령군 

의령군의 사회북지 담당부서는 사회과와 가정북지과로 지방사무적 성쩍 

이 강한 사무는 다옴과 같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청로식당 운영 

·노인건강 진단， 노인교통비 지급 

·노인회 지원 

·보육시설운영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부자가정 보호 

·부녀지도협의회 운영， 모자가정 결연 

· 여성교양교실， 여성대학 운영，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자원봉사 인력첸타 운영， 부녀상탑， 미혼모 발생예방 

경남 의령군에 있어서도 노인북지 관련업무 및 부녀북지 업무가 지방사 

무척 륙성올 보이는 업무틀로 나타났지만， 기능재배분이 훨요한 사무와 일 

치된 결과률 보이지는 않았다. 

(3) 부산 북구 

부산북구의 사회북지 담당부서 (사회과 및 가정북지과)의 정우에 있어서 

현재 수행충이면서 지방사무척 생척의 업무는 다읍과 같다. 

· 직업훈련 수료자의 사후관리 

·영세민 긴급구호， 인보복지사업， 부랑인 단숙 및 선도보호 

-116-



· 의료보호 진료증 발급， 진료증의 변경확인 및 회수， 보호대상자 판리 

·가정의례업소 휴폐업 신고 

·노인북지시설 수용， 경로당 및 노인회 지회운영. 경로주간 행사 

·동거부부 결혼사업， 부녀북지협의회 운영 

부산직할시 북구의 경우에는 직업훈련， 부랑인 션도보호， 의료보호 진 

료증의 발급·회수 풍의 사회과 담당업무와 노인 및 부녀북지업무가 지방에 

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률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직업훈련은 근로 

북지공사와 충북되고， 부랑인 보호는 경찰서와 충북적인 업무로 타부서로의 

이판이 훨요하고， 노인건강 진단사업의 경우 전문의료기관(보건소)에서 담 

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을 률어 재배분의 필요성에서 지척된 바 

있다. 나머지 업무를도 주민펀의률 위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판단점수와 일치된 결과률 보여 주고 있다. 

(4) 서울은명구 

서울 은명구의 경우도 사회북지과와 가정북지과가 관련업무률 수행하고 

있는데， 지방사무로 나타난 업무는 다음과 같다. 

·행려사망자의 처리， 묘지업무 

•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감톡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민간) 인가 및 지도감톡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버 지원 

·노인건강진단， 노인정 운영지원， 노인정 난방비 지원， 결식노인 지원 

· 경로식당， 경로이발판 운영 

·구민 합동결혼， 새마율 부녀회 조직관리 

· 여성교양대학， 부녀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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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상담， 소년소녀 가장지원， 아동운영협의회 운영 

·아동북지시셜 운영지원， 청소년 지도협의회， 청소년 공부방 운영 

서울시의 자치구인 은명구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묘지관련 업무와 노 

인 및 여성관련 업무가 지방사무척 성격이 강한 업무률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능재배분의 필요성에서는 관리책임의 어려옵율 률어 노동조합 및 갱생원 

관리업무률 시로 환원할 필요가 있고 노인건강진단 역시 보건소 소환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민 알플장이나 부녀회 관리 동은 민간으로 이 

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척하여 대체로 일치된 결과률 보이고 있다. 

2. 社會屬짧行I훌 훌훌龍再홉分의 主훌훌 體훌훌 

이상에서 중앙이 직접처리할 사무 및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를 구 

분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률 근거로 한 사회북지행정 판단기준에 의해 살 

펴본 충앙정부와 지방의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 현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륙칭을 갖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중앙정부에 있어서는 보사부의 경우 사회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하 

는 각 부서별로 구분해 볼 때， 국민연금 빛 의료보험에 관련된 업무의 경우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상 지역의료보험의 일부업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 

든 업무가 국가사무로써 보사부가 담당해야 할 업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혜대상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회북지정책 및 서비스 관련부서의 경우 

에는 복지정책 및 서비스 계획의 수립， 즉 아동복지， 노인복지계획 수립과 

같은 업무와 전국척인 실태파악이 필요한 업무， 그러고 생활보호대상자 책 

정기준， 보호수준의 결청 둥과 같은 통일적인 기준의 셜청 및 관리운영지 

침의 시탈율 요하는 업무， 그러고 노령수당과 같은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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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와 중앙 차원에서 관련 천문인으로 구생된 협의회 동의 운영 업무 동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해야하는 업무로 나타나고 있읍율 알 수 있다. 

하지만 북지급여 및 서비스의 수혜대상자들율 포함하여 지역주민과 칙 

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밀접한 접근성올 요하는 업 

무 륙， 서비스의 직접적 전달에 관한 업무들의 경우에는 지방척 사무의 생 

격이 강하고 이양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륙히 장애인， 노인， 

부녀북지에 관련된 업무의 경우 전체 업무중 많은 부분이 지방에서 수행될 

수 있는 기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각 대상별 시설 

의 설치승인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상담이나 입소의 조치 둥 

각 서비스 대상영역별로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인력판리 및 시설에 관 

련된 업무， 그리고 실제적인 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업무률운 지역의 륙성율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효율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업무들이 대부분율 차지하 

고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에 비해 운영 및 집행적 성격의 

사무가 많음으로 해서 사회북지행정 업무의 전체적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또한 판단기준에 의해서도 보더라도 지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율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광역자 

치단체의 경우 국가로의 환원을 요하는 업무는 극히 미미한 반면， 시·군·구 

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이양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률아 앞서 지적한 

바와 같고， 이렇게 이양 필요성이 있는 사무들은 보사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접근율 요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툴 업무의 경우 특정척으로는 많운 예산이 따르지 않는 업무률이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앓는데， 공 

통척으로 지방의 경우 예산의 집행이 필요한 업무률을 제외하고 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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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료보장 업무중 단순집행의 성격이 캉한 업무와 대상별로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 퉁 가정북지에 관련된 직접적 셔비스 중심 또는 종사자 관리 

및 시셜관련 업무률운 대부분 지방에셔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로 나타나고 

있읍율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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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5 훌 짧빼및뿜짧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북지행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농배분의 설태률 조사·분석하고， 외국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의 방향과 또한 구체적인 행정사무의 재배분 방얀율 

제시함으로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사회북지 행정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자료률 제공하려는 몹척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는 지난 1991년.지방의회률 구성하였고， 1995년에 자치단체장 션거 

률 롱하여 지방정부가 구성되게 되면， 실로 30여년만에 지방자치제를 다시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기존의 행정체제와는 전혀 다 

른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륙히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 

제로， 혜쇄행정체제에서 개방행정체제로， 주민소외의 행정체제에서 주민참 

여의 행정체제로， 규제위주의 행정체제에서 보호위주의 행정체제로의 이행 

율요구하고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원칙과 기준 

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구체척인 내용은 행정기능의 재배분율 통해 파악되 

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간의 명확하고 합리척인 

기함쁨을 하는 것과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율 확대하는 것， 그러고 이양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의 인력， 예산， 정보 그러고 기술 동융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한 준비는 

아직까지 매우 미홉한 실정이다. 

즉 지방으로의 기능이양이 극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태붐 

석에서 나타난 바와 갈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언 자치사무의 비율이 전 

체 사무충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째 설시의 판건이 

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면에서도 국고에 의존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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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께 나타난 결과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 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 

우 위임사무가 과다하여 자율생이 낮다는 점과 상대척으로 지방비의 부탑이 

과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불수있다. 

이런 점율 천제로 사회복지행정 기능의 재배분이 필요한 업무률 보면 

다음과 갈다. 기본적으로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었고 지역실정율 고려 

해야할 업무(주로 노인， 장애인 동 복지서비스 관련업무)는 지방으로의 이 

양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 

셔 민간이양의 필요성이 높운 업무들(사회북지사업기금， 전문인력 양생 및 

교육 퉁)과 현행 행정체계상 타부서와 충북되는 업무(부랑인 보호 둥)의 경 

우 기능재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행 법적인 배분실태와 기능배분 판단모형에 의한 결과의 비교에서는 

중앙의 경우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련된 업무의 경우 현행 혜계상 지역 

의료보험의 일부률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무가 국가사무로써 보사부가 담 

당해야 할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고， 북지정책 및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전 

국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한 업무， 그러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보호수 

준의 결정 둥과 같은 통일적인 기준의 셜정， 그러고 노령수당과 같운 국가 

척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업무는 현행배분과 판단모형에 의한 결과가 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북지급여 및 서비스 수혜대상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또한 집행척 성척의 업무들의 정우 지방적 사무의 성격이 강뺑1도 현행 배 

분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기능률(장애인 보장구 교부， 보육시셜 설치， 종사 

자 교육훈련 동)이 있어서 이률 업무가 우선적으로 지방이양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에 비해 운영 및 집행적 

생격의 사무가 많음으로 해서 지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비율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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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역시 이런 사무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관련올 요하는 업무 

률이 대부분율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앞으로 확대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회복지행정 기능으로는 

북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제도적 대비책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노인북지， 장애인복지， 보육수요 동의 증가에 따른 전문 

행정체계의 확립， 축 지방에도 별도의 국(과)의 셜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북지의 기반올 마련하기 위한 부녀북지사업의 활성화， 생 

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보호수준의 향상， 사휘북지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률 

위한 종사인력의 처우개선 및 교육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툴율 근거로 본다면，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사회북 

지행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율 높이고 재정적 자주생율 확보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행 중앙의 사회북지행정 기능중 기획 및 통일적 기준설정이나 

국가적 예산지원이 필요한 업무률 제외하고 관리， 집행적인 기능운 과감하 

게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위압하여 지역의 륙성율 살려서 북지행정의 기농율 

수행하도룩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책임있는 행 

정울 수행하도록 하며，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단체위임사무로의 전환으로 현 

재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를 단체에 위임하여 실질척 

으로 지방수준에서 묵자척인 북지시책 및 서비스률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사회북지행정 기능중 유사， 충북된 업무는 통합，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민간이 보다 효율척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기능은 점진적으로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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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에 있어셔 충요한 관건은 기능배분을 효과 

척으로 윗받침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이다. 따라서 사회북지행정기능의 지 

방이뺨R 따라 늘어나는 재정적 수요률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시대률 맞이하여 지방의 륙성에 따라 다양한 북지욕구 

가 표출될 것이며， 보호위주의 사회북지행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셰어 질 

것이 예상되므로 사회북지행정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규제’가 아닌 ‘보호’ 

위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섯가지 정책과제는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대비하여 

사회북지행정이 해결해야 할 최소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 

의 정책과쩨에 대한 해결책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쩨한점이 있으나， 현 

시점에셔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중앙부처인 보건사회부의 사회북지 

행정 기농율 단위사무의 재배분율 롱하여 제시함으로서 현실적으로 시급하 

고 시행가능한 대안율 우션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와 이의 정착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과정율 요한다고 불 수 있다. 

앞으로 지방시대률 맞이하여 다양한 북지욕구에 대비한다는 혹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 기능의 배분을 위해 충 

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흑면에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숙적인 관심과 함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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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緣

1. 輔뼈빼건빼 뿔뱉훌짧 R짧 
2. 輔짧함微 뿔뾰훌짧 짧훌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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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輔휩빼懶뿔뾰훌짧 R짧 

1. 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행정 단위사무 

〈사회복지 >

。부랑인수용시설관리 

。종합사회북지관운영 

。부랑인 선도활동 

。정신요양원 판리 

。묘지업무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도 

。 보장구 의료비 지원 및 실명 

예방사업 

。 장애인 동록 및 홍보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캄톡 

。보호작업장운영지도 

。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지도 

。 장애인 사회북지법인 및 단체 

지도갑톡 

。 생계보조 수당， 학비지원 및 

자랍자금대여사업 

。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도 

。;g-애인 체육 및 관련단체 행사 

。이웃룹기 관리 

。결연사업 추천 

。국가유공자지원 

。자녀학비 지원 

。생업자금융자 

。 직장의료보험조합 체납처분 승인 

。 의료보험조합 체납처분 승인 

。의료보호 

。톡립유공자보호 

。 의료보호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대불기준 

。재해구호 

。 지역의료보험 부과， 징수업무 

지도감독 

。지역의료보험 급여 

。 지역의료보험 급여업무 지도갑톡 

。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져l관리 

。 의료보험조합 예산승인 

。 의료보험조합 지도감톡 

< 가정북지 >

。건전가정 육생 

。 가정의례업소 지도감독 

。 보육시설연합회 및 보육위원회 

τ영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확충 

。 사회북지법인(노언)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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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인북지시설 셜치운영 

。노인승차핀지급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 

。고령자취업알션 센타 

。재가노인봉사사업 

〈부녀북지 >

。부녀북지관운영 

。여생지원 활동 

。주부환경교실 운영 

。 알툴주부 재활용품 상설전시판 

운영 

。부녀교실 

。여생교양대학 

。여성단체 지도육생 

。학교어머니 교실운영 

。알툴장운영 

。윤락여생 션도시설 

。부랑부녀자보호시셜 

。모자북지 

。모자상담 

。부녀직업보도시설 

〈청소년북지 >

。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 

。청소년단체 육생 

。청소년 관련행사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청소년놀이문화개발 

o 청소년 독셔설 운영 

。청소년지도보호 

。 관계법인 및 시셜 셜치운영지원 

。아동북지위원회 운영 

。 시셜아동의 건전육성 자럽지원 

。 요보호아동 예방 및 선도보호사업 

2. 부산칙할시의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 

〈사회북지 >

。 사회북지시셜의 설치운영 및 

지원지도감톡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전달 

。 사회북지법인에 대한 예산교부 

。 사회북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0 사회북지법인 수익사업 허가 

。 사회북지법인 지도감톡 

。 사회북지법인 기본재산 대체허가 

。행여사망자장의 

。취로사업 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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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북지법인 임원개션 인가 
。사회북지관운영지원 
。 의료보험 적용사업장 조사 

。 적용사업장의 직장의료보험 
조합편입명령 

。 의료보험조합 정관변경 인가 
。 의료보험조합 결의취소 및 
조합입원해임， 초합의 해산명령 

。 의료보험조합 기본재산의 양도， 

교환， 담보에관한사항 
。 직장지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선임승인 
。 의료보험조합 직제정원 승인 

。 직장 단톡의료보험조합의 직제 

정원승인 
o 의료보험조합 예산승인 
。 의료보험조합 결산심사 
。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 

부담금지급 
。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체납처분승인 
。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체납처분승인 
。의료보험， 요양취급기판에 대한 

검사 
。 직장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 

。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 
。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회 
해산에 관한사항 

。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 의료보호 환자 입원기간 연장 

승인 

0 재해구호 

。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지청， 취소 

。 의료보호 진료지구 설정 

0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및 의료보 

호증발급 
。 의료보호 륙별회계 기금관리 

< 가쩡북지 >
。 노인주간보호사업 기관운영 

。노인북지시설 운영 
。경로당운영 
。노인건강진단실시 
。경로식당운영 

。경로주깐행사실시 
。 청로우대중 승차권쩌l도 운영 
。노명수당지급 
。노인교실 운영 
。 무의탁 재가노인세대 관리 
。 영세치매노인 환자 관리 

。 노인취업알선센타 운영 
。노인단체지도육생 
。 재가노인봉사기관 운영 
。 노인종합북지관 건립운영 
。가출노인 발생통보 

。 가정의례준칙 계몽추진 
。 가정의례준척 추진실척 보고 

。 아동복지판련 법인 설럽· 
변경인가 

。 아동북지시설 비용보초 
。 아동북지증진율 위한 시책연구 
개발 

。 저소둑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모자보호시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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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북지 >
。 부녀북지시셜 운영 지도감독 
。 율락녀 션도 및 요보호 여성의 
직업보도시셜운영 
。미혼모보호사업 

。부산역 종합센타운영 
。가정상담소설치 운영 
。 부녀북지란련 법인의 둥록 
。 미혼모 발생예방 사업 추진 
。 부녀북지시셀 환경개션， 보호수준 

향상조치 
。 미흔모의 사회북귀 지원 

。 모자가정 임대아파트 입주알선 
。 부녀복지시설 입회소자 관리 
。부녀보호시설 운영 실태조사보고 
。여성회관운영지도 
。 여성문화회관 설치 운영 

。 새마율 부녀회 운영총괄 
。 여성에 대한 교양지도 계획 수립 
추진 
。부녀지도협이회 운영 
。어머니 체육대회 

。자원봉사원 관리 
。여성단체 둥륙 

。 시민합동 결혼사업 추진 
。어머니 합창대회 

。 여성단체 활성화률 위한 지원 
사업 

。건전가정 육성 

。 건전소비문화 조성사업 추진 
。 생활지도사업 성과분석 보고 
。자원절약운동홍보 
。여성교양대학 

。 여성의식 함양 능력개발 교육 

。 부녀지도협의회 운영사업 명가 
。 자매결연 도시와의 여성교류 사업 
。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 교부 

。여성단체 조직관리 
。 여성단쩨 임직원 자철교육 
。 여성단체의 법인화 추진 
。알뜰장운영지도 
。 시민여생대학 강좌 운영 
。 여성지도자의 연수실시， 결과분석 

〈청소년북지 >
。 청소년지도자 대회 개최 

。청소년 지도자 연수 
。청소년국제교류지원 

。 청소년 자럽지원기금 설치운영 
。 청소년 선진지 견학 및 심신수련 
활동지원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의 날 기념식 및 관례식 
。 청소년 문예작품및 션도사례 공모 
。 5월 청소년의 탈 행사실시 
。 청소년 션도 캠페인 주판 

。 청소년 육성관련 공청회， 세미나 
개최 

。 모범청소년 및 우수청소년 지도자 
포상 

。 비정규 학교근로자 청소년 문화 
행사지원 

。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개최 
。 청소년 단체의 협조， 지원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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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직할시 청소년 지방위원회 및 

육성위완회 운영 

。 청소년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 근로청소년에 대한 일반교양교육 

실시 

。톡서대학개설운영 

。 근로청소년 가요제 개최 

3. 경상남도의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 

< 사회북지 >

。 사회북지법인 설립인가 

。 사회북지법인 정관변경 허가 

。 사회북"^l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 사회복지법인 지도감톡 

。 사회북지법인 임원 취임인가 

또는취소 
。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 
승인 

。 사회북지시설 보호비 지원 

。 사회북지시설 보호비 정산 

。 사회복지시설 보호버 지원에 

따른지도감독 

。 장애인복지시셜 운영비 지원 

。 정신질환차 요양시셜 운영비 

지원 

。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비 지원 

。 저소특 장애인 보장구 교부 

。 보장구 제조수리업 허가 

。교양강화설시 

。 교육수료자의 사후관리 

。청소년그룹활동운영 

。취미교육실시 

。 근로청소년의 상탐지도 

。청소년극장개설 운영 

o 휘관복지시설의 대관 

。 장애인 보철승용차 륙소세 

면세추진(증명) 
。 이웃톱기 성금 모금관리 

。생활보호대상자조사 

。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책정 

。 생활보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계획 

。 생활보호대상자 충고생 수업료 
및 입학곰지원 

。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지원 관리 

。 이재민 웅급， 장기구호 

。재해구호기금관리 

。 의료보험 적용사업장 적용신청 

및펀입명령 
。 의료보험조합 정관변경인가 신청 
。 의료보험조합 기본재산의 처리 

승인 
。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 해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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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북지 >
。 부녀북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 윤락녀 선도 및 요보호 여성의 
직업보도시설 운영 
。미혼모보호사업 

。부산역 종합센타운영 
。가정상담소설치 운영 

。 부녀북지관련 법인의 동록 
。 미흔모 발생예방 사업 추진 

。 부녀북지시설 환경개선， 보호수준 

향상조치 
。 미혼모의 사회복귀 지원 

。 모자가정 임대아파트 입주알션 

。 부녀북지시설 업퇴소자 관리 

。 부녀보호시설 운영 실태조사보고 
。여성회관운영지도 

。 여성문화회관 셜치 운영 
。 새마을 부녀회 운영총괄 
。 여성에 대한 교양지도 계획 수립 
추진 
。부녀지도협이회 운영 
。어머니 체육대회 

。;자원봉사원 관리 

。여성단체 동록 
。 시민합동 결혼사업 추진 
。어머니 합창대회 
。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건천가정 육성 
。 건전소비문화 조성사업 추진 
。 생활지도사업 성과분석 보고 
。자원절약운동홍보 
。여성교양대학 

。 여성의식 함양 능력개발 교육 
。 부녀지도협의회 운영사업 명가 
。 자빼결연 도시와의 여성교류 사업 
。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금 교부 
。여성단체 조직관리 

。 여성단체 임직원 자질교육 

。 여성단체의 법인화 추진 
。알뜰창운영지도 
。 시민여성대학 강화 운영 
。 여성지도자의 연수실시， 결과분석 

〈청소년북지 >
。 청소년지도자 대회 개최 
。청소년 지도자 연수 

。청소년국제교류지원 

。 청소년 자럽지원기금 설치운영 
。 청소년 선진지 건학 및 심신수련 
활동지원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의 날 기념식 및 관례식 
。 청소년 문예작품및 선도사례 공모 
。 5월 청소년의 탈 행사실시 
。 청소년 선도 캠페인 주관 
。 청소년 육성관련 공청회， 세미나 
개최 

。 모범청소년 및 우수청소년 지도자 
포상 

。 비정규 학교근로자 청소년 문화 
행사지원 

。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개최 
。 청소년 단체의 협조，지원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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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직할시 청소년 지방위원회 및 

육성위원회 운영 
。 청소년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 근로청소년에 대한 일반교양교육 

실시 

。독서대학개설운영 

。 근로청소년 가요제 개최 

3. 경상남도의 사회복지행정 단위사무 

< 사회북지 >
。 사회북지법인 설립인가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허가 

。 사회북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 사회복지법인 지도감톡 

。 사회북지법인 임원 취임인가 

또는취소 

。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 
승인 

0 사회북지시설 보호비 지원 

。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정산 

。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지원에 

따른지도감독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교부 

。 보장구 제조수리업 허가 

。교양강좌실시 

。 교육수료자의 사후관리 

。청소년그룹활동운영 

。취미교육실시 

。 근로청소년의 상탐지도 

。청소년극장개설 운영 

。회관복지시설의 대판 

。 장애인 보철승용차 륙소세 

면세추진(증명) 

。 이웃둡기 성금 모금관리 

。생활보호대상자조사 

。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책정 

。 생활보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계획 

。 생활보호대상자 중고생 수업료 
및 입학금지원 

。 영세민 생업자금 융~tÃl원 관리 
。 이재민 웅급， 장기구호 

。재해구호기금관리 

。 의료보험 적용사업장 적용신청 

및펀입명령 
。 의료보험조합 정관변경인가 신청 

。 의료보험조합 기본재산의 처리 

승인 
。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 해산 

명령 

-137-



F 계숙 

。 의료보험조합 예산펀성 또는 

변경승인 
。 의료보험조합 결의의 취소 및 

조합임원의 해임 
。 의료보험조합 직제 및 정원변경 

승인신청 
。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처분 
승언 

。 직종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설립 
인가승인 

。 의료보험 적용사업장 인정신청 
。의료보험 사업보고 

。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갑독 
。의료보험 보고와 검사 
。 의료보험조합 징계의결 결과 
처리 

。 의료보험조합 사무의 긴급처리 
。 의료보험조합 상임대표이사 취암 
승인신청 

< 가정북지 >
。건전한 가정의례 
。경로효친 사상 앙양 

。노인건강진단 

。경로우대제도개선 

。노령수당지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노인여가시설의 설치 
。노인공동작업장설치 
。 의례식장 영업허가 및 지도감독 
。화장장셜치허가 
。화장창운영 

。묘지설치 허가 

。묘지운영 

。납골당설치허가 
。납골당운영 

。어린이날 기념행사 

。국내입양사업 

。아동 일시위탁사업 

。 요보호 아동의 입소조치 관리 
。 시셜아동보호 기칸연장 조치 
。요보호아통상탐 
。 아동북지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시설아동지도 
。어린이 찾아주기 사업 

。 결합가정 자녀보호 사업 

。불우아동결연사업 
。 시설뢰소 연장아동 직장 찾아 
주기사업 

。 소년소녀 가장셰대 보호지원 
。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부양 
의무자확인공고 

。 모자가정 건전육성 및 자럽지원 
。 미혼부모 발생 예방교육 

。 모자가정 보호대상자 실태조사 
보고 

。 동거부부 결혼사업 추진 

。 모자보호시설 운영지도 

〈부녀북지 >
。부녀상담활동지원 

O 모자가정 결연사업 추진 
。 어려운 모자가정 생업자금 지원 
。모자여름학교운영 
。 져소득 모자가정 중학생자녀 
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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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풍 

학교수업료지원 

。울락행위 선도사업 

。 여성 지위향상 및 교양지도 

。 여성단체 육성지도 및 활동지원 

。 여성 자원봉사센타 운영 

。 국민생활 및 가정생활 개선 

。 여성(북지)회관 운영 및 지도 

。부녀지도협의회 운영 

〈청소년복지 >

。 청소년 자럽지원 사업 운영관리 

。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 청소년 육성기금 관리운영 

。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근로청소년체육대회 

。청소년육성 계획수립 

。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 어려운 청소년 자연(바툴산) 

체험 활동사업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 시설보호 소년소녀가장 동 어 

려운청소년호연훈련 

。청소년의 달행사 

。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축 및 

관리 

。 청소년 건전육성율 위한 도민 

토론회개최 

。 청소년 지도자 양생 및 지원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 청소년 시설설치 및 지도감톡 

。 청소년 단체 지원 및 지도감톡 

。청소년 선도사업 

4. 경남 마산시의 사회복지행정 단위사무 

〈사회북지 >
。사회북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톡 

。생활보호대상자책정 

。의료보호기금운용 

。생업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저소묵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 가정북지 >
。시립화장장관리 
。묘지 납골당허가 
0 시체 운반업허가 

。묘지 일반업무추진 

。 가정의례업소 지도감톡 
。 노인북지회관 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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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노인 입퇴소 

。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주간 셜정 

。 노인북지시설 지도감톡 및 시설 

관리 

。노인건강진단 

。아동위원 관리 

。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 사회북지법인 임원 취임승인 

。 아동북지시설 설치인가 

。 사회북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인가 

。 고아후견인 지정 및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 사회북지법인 정관변경 허가 

。 아동북지시설의 지도갑톱 

。 시설아동 보호비 및 운영비 지원 

。 요보호아동 발생보호 조치 

。입양위탁 

。 시설아동 직업보도 및 취업알선 

자립정착 

。불우아동결연 사업 

。부자세대 지원보호 

。보육사업 

〈부녀복지 >

。부녀상탐사업 

。윤락행위자선도사업 

。 미흔부모 발생예방 및 션도사업 

。모자가정 자럽지원 

。모자가정 건전육생 

。모자북지위원회 운영 

。동거부부결흔추진 

。여성건전 생활지도 

。여성단체 운영지원 

。 주부경제교육 및 건전 소비생활 

지도 

。 여성자원봉사 센타 운영 

。부녀지도협의회 운영 

。 부녀복지회관 운영지도 

〈청소년북지 >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 청소년 수련활동지원(청소년 어 

울마당운영) 
。 어려운 청소년 지원(청소년 

공부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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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북지 >

。 사회북지시설 설치허가 

。 부랑인시설 생계비 지원 

。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 

。 사회북지법인 지도감톡 • 

。 사회북지시설 지도감톡 

。 사회북지법인 정관변경 허가 

。 사회북지법인 임원취임 승인 

。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비 지원 

。의료보장 

o 생활보호대상자조사 

。생활보호대상자책정 

。재해이재민구호 

。생활보호대상자구호 

。 저소둑충 자녀학비 지원 

。 생업자금 융자지원 관리 

〈가정북지 >

。노인공동작업장운영 

。경로식당운영 

。노령수당지급 

。노인건캉진단 

O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회 지원 

。 육아시셜(혜립학원) 운영 

。 부랑아(선양원) 시설 운영 

。보육시설운영 

。소년가장세대보호 

。부자가정 보호 

。가정의례 

〈부녀북지 >

。부녀지도협의회 운영 

。모자가정 조사 

。여성단체활동지원 

。모자가정 결연추진 

。 모자가정 생업자금 지원 

。모자가정 학비지원 

。 여성자원봉사 인력첸타 운영 

。부녀상담 

。모자북지위원회 구성 

。미혼모발생예방교육 

。여생교양교실 운영 

0 여성대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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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구의 사회복지행정 단위사무 

〈사회복지 >

。 근로자 북지시셜의 운영 및 

판리 
。직업훈련 대상자추천 

。 직업훈련 기관의 상황통보 

접수 

。직업훈련 지원 

。직업훈련비의 지급 

。 직업훈련 수료자의 사후관리 

。 보호의 신청， 결정， 통지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변경 

。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호 

충지 
。 수업료 및 지원대상자와 제외자 

통보 

。창쩌1보호 

。영셰민 긴급구호 

。인보복지사업 

。이웃톱기 성금지원 

。재해구호 

。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 청신요양시셜 지도캄묵 

。 정신요양시셜 보초금 지원 

。 자활조성을 위한 취로사업 

시행관리 

。생업자금지원용자 

。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 부랑인 단숙 및 션도보호 

。의료보호비 지급 

。진료지구의 셜청공고 

。의료보호대상자관리 

。 진료종의 변청확인 및 회수 

。 의료보호시설의 지정공고 

및보고 
。 의료보호대상자의 책정 

。진료증의 재급및 발급 

。의료보호기금의 셜치 

。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및 취소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대불금의 결손처분 

。 대불금의 톡혹， 상환관리 

。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비치 

。보호비 부담 

。 피보호자에 대한 행정지도 

。이의신청 동의 결정 및 통지 

。 저소득충 자녀 학비지원 

。 수업료 및 지원대상자의 명단 

통보(보고) 

。 전학에 따른 수업료의 정산 

。생활보호지원 

。생활보호위원회 운영 

< 가정복지 >
。 가정의례업소 영업허가 및 변경 

허가 

。 가정의례업소 휴폐업 신고 

。 노인북지시셜 지도갑톱 

。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복지시설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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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계숙 

。 경로당， 노인교실 관리 및 

노얀회 지회 운영 

。노인건강진단 

。 노인건강 진단기관 지정 

。경로주간행사 

。장애인동룩 

。 장애자 생계보초수당 지급 

。장애인보장구교부 

。장애인 의료비 지급 

。 가정의례업소 지도감톡 

。 동거부부 결혼사업 추진 

〈부녀북지 >

。 모자북지위원회 셜치 운영 

。 부녀권익 보호 및 여성자질 

향상 

。 건전가정 육성 및 부녀상담 

。미혼모발생 예방사업 

。부녀북지협의회 운영 

。 자원가사봉사 활동사업 

。건전한소비생활조성 

。 여성단체 운영 및 활성화 

。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 모자북지급여의 신청처리 

7. 서올 은평구의 사회북지행정 단위사무 

〈사회복지 >

。취로사업 

。행려사망자처리 

。재해구호불자관리 

。묘지업무 

。불우이웃룹기 

。장의차지원 

。장의비 지원 

。보호단체운영 

。고용촉진훈련 

。 유료직업소개소 허가 및 

취소 
。노동조합 

。생업자금용자 

。취업정보첸타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0 의료보호대상자 입원연장 

승인 

。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감톡 

< 가정북지 >

。어린이집 확충 

O 구립보육시설 운영지원 

0 구립보육시셜 개보수비 지원 

。 국공랍 보육시설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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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 계 숙 

。 어린이집(민간) 인가 및 지도 

감톡 

。 노인요양원 보조금 지원 및 

지도캄톡 

。 지역사회 봉λ}활동비 지원 

。노인건강진단 

’ 。 예식장 허가 및 지도감톱 

。노인교통비 지원 

。노령수당지원 

。노인정 운영지원 

。노인정 난방비 보조 

。컬식노엔지원 

。 결혼상담소 허가 및 지도감톡 

。 장의업소 허가 및 지도감톡 

。구민 합동결혼 

。노인정 확충 

。 어린이집(보육시셜) 지도감독 

。청로이발관운영 

。불우노인 시정시찰 

。 결식노인 지원(경로식당운영) 

。가정상탐 

。소년소녀 가장지원 

0 아동북지시설 지도감독 

。 아동운영 협의회 운영지원 

。 사회북지법인(아동) 임원인가 

。아동북지시셜 입회원 

。 ot동북지시설 운영지원 

〈부녀복지 >

。시민 알풀장운영 

。 새마을 부녀회 조직관리 

。저소묵모자가정 지원 

。여성교양대학운영 

。부녀교실 운영 

〈청소년북지 >

。 청소년 자럽지원 기금지급 

。챙소년 어울마당 

。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지원 

。 은명구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청소년지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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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輔離願觸輔 離쫓: 

사회복지행정 단뀌A}무 조사표(보A}부) 
1. 단위사쭈조사표 

* 부써명: 보건사회부 설(국) 과 

1.사무일련번호 I 2 단위싸명| 
3.사무내용 @기획.초청( ) (2)지도.감독( ) @운영.집행( ) @기타( ) . 
4. 사푸목척 @규쩨( ) @언.허가( ) @초장.급푸( ) @관리( ) 

5.재정후당 <D천액국버( )~일후국벼(국벼:지방벼 = : )0)전액지방벼(H잉벼해당( ) 

6. 대상지역 @천국( ) @팡역/시.도( ) @지역/시.군.구( ) 

7.재배분필요생 m았다( ) @없다( ) ---) 없다면 r짙문 8번」으로 

7-1.재배분 방향 @국가환현( ) <2l시.군.구이양( ) 0)민간이양/위탁( ) (4)타부서 이판( -) 

7-2.재배분이유 

U. 나을는 UI 'i:rfl시주vu 니t~W줍딩니냐. 의 Wir용도 • 째~J 날;는 

r아니오」애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모르겠다 

8. 이 사푸는 종합객 갱책 포는 체획옳 수렵， 포청하는 업무인가? 

9. 이인가 사?푸는 천국척으로 통얼된 기준설정이나 초쟁이 필요한 업푸 

10. 이칙캡 사 판푸체는되 해는당 업 지푸역인의가? 이해관쩌. 펀억 또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11. 이업무 사인푸가는? 지역특생 및 환청애 대한 고려가 필수찍으로 요구되는 

12. 이 사무가퉁 천국 이척악 규모의 사업흐로 시행되는 청우 갱벼철약， 농 
률생 째고 。l 있는가? 

13. 이 사무가 자쟁치생단 및체로 셔버 이스양향되상어 시행되면 바용컬캄. 관 있리는상가의? 
농률생. 청 풍 현지쳐려의 이익이 

14. 이 사무의 쳐리를 위해셔는 고도의 견문생이 요구되는가? 

15. 이인가 사?무는 자치단채간 형명생이 필수척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무 

16. 국 이가 사가푸는 아니 업면무 도수쩌행얘히 강 필요당한할 수 예산 없.는 청보 사，무 기인슐가수?준율 감안함 빼 

17. 이 사무가 자버용치단이체 발로생 이양되는 경우 얘산이나 인력연에셔 캅당하 
기 어려운 하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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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복지뺑 단위A뮤 조A빠(햄째단혜) 
I. 단위사무조시표 

'" .1흙셔명:_----륙별시/찍힐시/도 성(국)과 계 

1.사푸일련번호 1 2 단위A쁨명 | 
i사무재요 

4.근거법령 T5.처리판자 | 
6. 사무구분 @ φ기셔·관도 위 고입유사사푸무{( ) ) -) 고유사무인 경우 『힐문 7번」으로 

]-) 위입A쁨인 경우 r월문 6-뻔j으로 
CJP.l치단쩨 위입).l무( ) 

6-1.위입근거법령 16-2•댐핀착| 

6당-3난.강에톡 요유두형표(해시 ) @@승예규인(인 )가( @ )지 @시시(정 r-취소 @보정고비(( ) ) @ @감자사료쩨(훌 ){ @ )지정 l1() )고，초 @훈령 (( ) ) l2 @)기지타침(( ) ) 

[사무내용 @기획.초정( ) @지도.갑힘 ) @운영.집행( ) Q)7)타( ) 

&사푸목척 @규쩨( ) ￠인·허가( ) @초장/급부/보호( ) Q)판리( ) 

9.재챙푸당 @전액 국1IJ( ) ø일부 국비(국비:지방비 = : )(3)전~ 지방비( ) Q)1I)혜당( ) 

10. 대향1역 m천국( ) ￠팡역/시·도( ) @지역/시-군·구( ) 

11.재배분필요성 m있다( ) ￠었다( )-) 없다면 r뭘문 12번j으로 

11-1.재배분방향 @국가환완() ø시군구。l앙( ) (3)민간이양/위탁() Q)E}푸셔 이관( --) 

11-2.채배분이유 

다음은 이 단위사무예 대한 월문입니다. 각 월문벌로 r예j 또는 ro.나오j예 

예 아니요 모르겠다 

12. 이 사푸는 종합척 챙책 또는 체:확용 수럽. 조정하는 업푸인가? 

13. 이 사무는 천국척으로 통일원 기준껄쟁이나 초갱이 필요한 업푸인가? 

14. 짧橫 해당 지역의 이해관책， 현억 또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켜접 관쩨되는 

15. 이 사푸는 지역륙생 및 환정애 대한 고려가 필수척으로 요구되는 사무인개 

16. 꿇}뽑鋼주민의 참여 또는 행정기관과의 밴번한 접촉。l 필수척으로 요구 

17. 월 鋼~t 혔열짧 .... ) 도) 규엽 사업으로 시행되는 정우 경비절약. 농훌성째고 
18. 챙 鋼1강짧l황책홈l입확혐설l쩔되면 비용철캅. 판려상의 뚫생. 정쟁 

19. 이 사무의 처리훌 위혜셔는 고도의 견운성이 요구되는가? 

20. 이 사무는 자치단쩨간 형명생이 필수척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푸얀가? 

21. 엎짧뚫웰추購뭘輔1했깎· 정보， 기슐수준융 감안힐 때 국가7} o}니면 

22. 캅웰힐깥낀關1차로 또는 국가의 보완척 지원옳 흥뼈 지방얘셔 수행해 

경· 응l황듀잃랩깥꽤단책로 이양되는 경우 예산이나 인력연애셔 감당하기 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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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단위A댐 조사표(따지*]땐) 
1. 단위사무조사표 

* 푸셔명: 시(군·구) 과 체 

1.사무일련번호 1 2.단위새명 | 
3. 사무재요 

4.근거업령 I 5 쳐리핀.;;t} 1 

6. 사무구분 

짧灣S훨 i 광 위임A쁨인 경우 r철문 6-1번j으로 . 
i 

6-1.위입근거법령 16-2 수입핀자) 
6당-3난.캅에톡 요유T형표(해시) $靜t악가( 짧샘·취흉혈H!()) 짧잃용( 쩍짧뇨，鍵젠 12짧()) 
7.사무내용 <D기획，초정( ) @지도.감독( ) φ운영，집행( ) @기타( ) 

8. 사무묵척 φ규째( ) @인·허가( ) @조장/급푸/보호( ) @관리( ) 

9.재정부담 <D션액 국비( ) (2)일부 국비(국비;지방비 = : )<3)전액 지방비() <Il비해당( ) 

10. 대%쩌역 @전국( ) @광역/시·도( ) @지역/시·군·구( ) 

11.재배분필요성 @었다( ) ￠없다( ) -> 없다면 r월문 12번j으로 

11-1.재배분 방향 φ국가환원() (2)시- 도환원() <ID민간이양/위탁() Q)타부셔 이관( --> 
11-2.재배분이유 

다음은 이 단위사무예 대한 힐문입니다. 각 힐문별로 r예j 또는 r마니오」예 
예 아니오 모르겠다 

12. 이 사무는 종합척 정책 또는 계획융 수립. 조정하는 업무인개 

13. 이 사무는 전국척으로 통일된 기준철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업푸인가? 

14. 앓握 해당 지역의 이해판체. 연익 또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째되는 

15. 이 사푸는 지역특성 및 환정에 대한 고허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무인개 

16. 원뱉鋼주민의 참여 또는 행정기관과의 뻔한 접촉。l 필수척으로 요구 

17. 앓범값에l짧처한혜에셔 시행되는 것이 경비절약. 농률생 채고， 서비스향상 

18. 이 사무의 처리률 위해서는 고도의 천문성이 요구되는가? 

19. 이 사무는 자치단혜간 형명성이 필수척으로 고혀되어야 하는 사무인가? 

20. 잃뿜룹옳푸추購헬購웰삼· 정보， 기술수준율 감안할 때 시 도가 。따연 

21. 앓댈낳깥~lt짧딸로 또는 국가의 보완척 지원옳 홍뼈 지방에셔 수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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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표部 

爛의 함슐離잠랬 짧뿜짧서 



ι • 1 

l." “ 



횟맴의 빼쩔짧뾰잠짧 離짧댔 

황 성 동 (건국대학교 교수) 

1. 社會福밟行政의 훌念 

1. 사회북지의 개념 빛 범위 

20셰기에 틀어오면서 국민들의 북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충대되고 그 중 

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의 대공황에 의해 야기된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률에 대해 기존의 가축， 개인， 집단 또는 지방정 

부 차원에서는 이률 대처 해결할 수 없음율 인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중앙정 

부가 사회북지활휩1 관여하게 된 것은 낼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후. 산업사 

회의 발전과 그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효과척으로 대쳐하기 위해 사회 

북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더 크게 요구되었다. 륙히， 현대사회는 정 

부의 사회북지에 대한 역할을 우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의 개 

념운 종종 복지국가라는 개념으로 집약되었다. 

AsaBri麗1)는 복지국가란 시장경제의 운용율 조정해서， 국민률이 스스로 

자조적으로 자신률의 북지률 이루지 못할 때 그률의 북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국가가 바로 북지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북지국가의 세가지 특별한 역할에 대 

해 언급했는데 그 첫째는 손상된 소둑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설업， 노명동 

다양한 생활상의 곤란으료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 그률의 소특유지 

를 도와주는 것이다. 두번째는 빈곤대책의 목적으로 사람률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생활에 필요한 기 

본적인 필수사항으로 의료， 교육， 척절한 영양 둥과 같은 것율 제공 받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묵적은 모두 개발 선진국에서 공공정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는 현대 산업선진국가는 모두 북지국가라 할 수 있겠 

1) Asa Briggs, "πle Welfare State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αlarles 
Schottland (ed.) πle Welfare State, New York: 뻐1쩔，r Torchbooks, 1967,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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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늘날 북지국가의 광범위한 범위와 영역은 20세기말에 있어서 북지국가 

의 근본척이고도 충요한 역할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 범위와 영역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은 북지에 대한 정부지출의 추세률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다. 이 방법은 민간의 지출과 간접적인 조셰혜택율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북지의 규모를 과소명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의 

범위와 영역에 대해 좋은 시사를 해 주기에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1965년 미국정부의 북지지출은 $771억으로 %의 11. 앓률 차지했는데 1988 
년에는 1965년 지출의 11배 증가한 것으로 $8860억에 달하여 때P의 약 18. 5% 

를 차지하고 있다(표1 참조). 이것은 총 정부지출의 약 많e률 차지하는 규모 

이다. 미국의 주요북지 프로그램으로는 소둑보장 생격의 사회보험(노명보험， 

의료보험)， 공적부조(메디케이드， 식품권， 저소특가정지원)가 있고 이외 교 

육， 주택， 의료서비스프로그램이 있다. 이외에도 요보호대상자들율 위한 프로 

그램과 아동북지 및 청소년 비행예방， 성인교육율 위한 기타 사회북지 프로그 

램으로나뒤어 있다. 

〈표 1> 공공의 사회북지지출(단위: 10억불[1989년 가격] )* 

프로그램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9 

사회보험 $19.3 $28.1 $54.7 $123.0 $229.8 $369.6 $468.7 
공척부조 4.1 6.3 16.4 41. 4 72.0 98.2 127.5 
의료 4.5 6.2 9.6 16.7 27.3 39.1 56.9 
원호및보훈 5.5 6.0 9.1 17.0 21. 5 27.0 30.1 
교육 17.6 28.1 50.8 80.8 121. 1 172.0 껑8.6 

주택 0.2 0.3 o. 7 3.2 6.9 12.6 68.1 
기타사회복지 1. 1 2.1 4.1 6.9 13.6 13.6 16.6 
합계 $52.3 $77.1 $144.6 $289.1 $492.0 $732.0 $955.9 

%비율 10.~ 11. 5% 14.7% 19. 0% 18. 4% 18. 5% 18. 6% 
총정부지출비율 38.4κ 42.4% 46.5κ 56. 6% 57.1% 52. 2% 53. 0% 

자료 :Ann Kall뼈n BbφIy， "Public Social Welfare 훨없lditw‘e， Fiscal 

Y양U‘ 1989" Social Security Bulletin, Vol.55, No.2, Summer 1992, 
pp.61-68. 

* 메디케어 지출은 사회보험에 포함되고 메디케이드 지출운 공척부조 
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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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사회북지에 대한 민간의 지출은 공공지출보다는 척기는 하지만 역시 

대단한 규모이다 2) 1972년에는 $932억으로 뻐의 7.7%'이댄 것이 1988년에는 

$6012억으로 %의 12. 앓률 차지하고 있다. 1988년의 민간 지출중에는 의료에 

대한 지출이 천체의 과반수이상(52%)률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는 일반 

인율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보험제도가 없는 것에 기인한다고 불 수 었다. 

엄청난 공공의 복지지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회북지는 공공과 민간이 함 

께 연합하는 다원적이고 북합적인 성격율 띠고 있다. 축， 공공북지와 자발척 

민간북지형태 그러고 이윤추구의 형태가 상호공존하고 있다. 

2. 미국의 정치행정조직의 륙생 

미국은 총면적 9， 380， OOOkm2에 약 2억5천만명에 가까운 인구률 가진 연방 

제 국가로써 50개주와 몇개의 연방직할지로(Washington， rx::, Puerto Ri∞， 

Virgin 1s1없d 둥)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행정조직은 연방， 주， 카운티 

(county) , 시 (town， city)로 체계화 되어있다(그럼 1참조). 

〈그림 1> 미국의 정치행정조직 

(city， town， village)정부 

이렇게 체계화된 정부행정구조는 각 정부간 정책결정과 행정， 재정 동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율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방， 주， 카운티， 시동의 지방 

자치단체칸의 분화된 정부기구는 대체로 약 84，뼈개의 자치정부단위로 되어 

2) Wilmer Kems and Mil ton Gl와lZ， "Private Social Welf없‘e E야>endi tures, 

1972-1988, " Social Security Bulletin, 54(2) , February 1991, p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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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3) 

미국의 정치행정 조직상의 가장 큰 륙생은 강력한 연방제 국가로써 각 주 

단위로 지방자치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방운 주로 외교， 안보풍 전 

국가척인 업무에 주력하고 기타 국민의 제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률은 

주정부와 그 밑의 카운티정부， 시정부에 의해 자치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 

고， 지방의 정치행정조직에 관한 것도 연방의 법에 저축하지 않는 범위내에셔 

그 판한율 각 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조직이 주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특잭이다. 주정부는 연방의 고유한 업무를 제외하고 주민들의 전 생활영 

역에 걸친 행정업푸를 탑탕함으로써 톡립된 하나의 국가의 정부역할율 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는 경찰， 검찰， 재판， 교도， 정세， 도로， 보건， 사회북지， 

농촌지도， 초중학교， 도서관， 소방， 공원， 상，하수도 퉁 다양한 행정업무률 

담당하고 있으며 시정부(lIlWlicipali ty)는 카운티에 비해 다소 세분화된 행정 

을 수행하며 구쳐1척으로 교육， 경찰， 보건위생， 북지， 소방， 상，하수도의 업 

무률탐당한다. 

미국의 정치행정조직은 초기 식민지시대에서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먼 바 

영국의 정치제도를 모방하였으나 1776년 톡립이후 삼권분립의 원리둥의 영향 

을 받아 각 주별로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 

하였다. 그러하여 지금은 가장 전형적으로 발전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륙성율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지방행정단위에는 주민발의(proφsition)와 주민투표에 의해 

창설되는 자치단체(lIlWlcipali ty)와 주정부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셜치되는 준 

자치단체(q때si-lIlWlicipality)가 있다. 자치단체는 헌장(c뼈rter)을 부여받은 

법인체로서 city, vi l1age 및 incorporated town이 있으며， 준자치단체는 헌 

장이 부여되지 아니한 법인격이 없는 지방단위로써 ∞unty， town, special 

district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현실적으로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구분율 하기가 어렵다. 둘째， 지방행정 단위의 종류가 지역에 따라 다 

르고 그 계충구조도 지역적으로 다양하다. 카운티 (county)는 미국에서 주정부 

하의 가장 보펀적인 지방행정 단위이며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전 생활영역에걸 

친 행정을 담당하며 카운티가 to짜1， city, vill월e동보다 상급， 광역단체의 

3) Neil Gilbert, f옮1‘ryS야엇cht ， and Paul Terrell , Di빼l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3rd Ed. ); 당~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1993,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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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율 자l나， town이 존재하는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카운티보다는 오히려 

town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체로 도시지역에서는 city, village 

가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town, township이 폰채한다고 불 수 있다. 옛째， 미 

국의 지방자치 단체의 구역운 미국의 개척시대에 그 대부분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작고， 재정이 빈약하며， 도시판에 수많은 자치구역이 분립 

되어 있어 행정상 여러가지 문제점율 야기시켰다. 그러하여， 행정업무의 분탑 

과 상향이전 그러고 지방자치단혜에 대한 연방 및 주정부로부터의 재정척 지 

원으로 자치행정이 개선되었다. 또 교육 동 륙정한 목적율 위해 기폰 행정단 

위률 초월한 특별지구(special districts)제도도 있다.4’ 

포 연방정부와 주정부률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판계를 보면 연방정부는 

주정부툴율 통괄하며 국가의 대표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올 미치는 다 

수의 입법율 제정한다. 그러나， 행정적인 면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규혜， 감톡 

보다는 정부의 수집제공， 기술적 조언， 원조률 위한 경우가 디수를 차지한다. 

륙히， 연방정부는 개별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 , 세입분배(revenue 

S뼈ring) ， 포괄적 보조금(bl∞k grant)채도 동을 통해 州에게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보조금의 경우는 륙별구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 주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각종 행정 분야에서 광범위한 재량판율 가지고 그 기능율 수행한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까지나 주정부의 하부조직， 

기구로써 주정부의 지휘， 감묵율 받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합법적 통째， 행 

정척 감톡， 채정적 원조 퉁이 있다. 여기서 한가지 륙이한 사질은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그 조세판이 톡립， 인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각 정부의 

세업의 주요 원천은 연방정부는 개인 및 법인소묵서~(personal and coprorate 

income 빼)， 주정부는 판매세 및 소비세(sales tax or co빠nption t없)， 지 

방자치단체는 재산세(property tax)에 의존하고 있다 5) 

미국의 지방자치제는 작고 긴밀한 관계률 유지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신 

념과 대중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율 표방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 또는 지 

역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 나가고， 실질적인 행정변에서도 중앙집권정부제보다 

도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지방자치적으로 실시된 프로그램은 충앙집권척 

인 체제하에서는 확보하기가 어려운 적웅성， 민감성， 조정성， 책임성의 정도 

를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제는 다원주의와 시민의 참여 

4) 국회사무처， 지방자치제도， 입법참고자료 259.호， 1989, pp. 11-13. 
5) 상게서， pp. 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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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조장하며， 정치행정과정에 실제 대중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척 정치행정체제 

의 가능생율 만률어 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체의 주장 뒤에 있는 이론적 배경으로는 중앙정부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거대한 중앙집권화된 정부는 지역의 자치성을 저해하고 관료척 

이며 비능률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지역주민이 낸 세금이 불 

필요하게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 행정과정에 과다하게 쓰이고， 따라서 절차상 

업무만 오히려 가중시키고 일판척이지 못하며 중앙헬리트즘율 야기할 소지가 

많다는것이다. 

표. 화홈福홉d:ffi훌 훌훌麗配分의 現옆 

1. 사회북지행정 조직의 현황 

사회북지와 관련된 미국의 연방정부조직율 칸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갈다. 

〈그림 2> 미국의 북지기능과 관련된 연방정부조직기구 

DHUD 

자료 U.S. Goveπ뾰nt 뼈nual ， 1991192, U. S. Goveπunet Printir필 

Office, 1991. 

〈그럼 2>에서 보는 것처럼 행정부내 대통령 밑에 6개의 부처가 복지기능올 

분담하고 있어 사회북지 프로그램이 일원화， 통일적이라기 보다는 다원적이고 

분산된 책암과 운영하에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먼져 행정부내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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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서증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보건 및 북지부(I농따‘tment of 

H않1th and H뼈n Services: DIlliS)의 조직을 살펴보면 장관밀에 4개의 국이 

있다. 먼져 아동 및 가촉국(Administration for Chi1dren 없d Families)내에 

는 가축지원부(Family Suppor‘ t Administration)와 인력 개발부(Office of 

Human Deve10pment Services)가 있는데 가촉지원부에서는 AFDC 프로그램 실 

행하는 가족지원과(Fami1y Assistance)와 혜이건 정부뼈11 1981년의 통합예산 

법(Omnibus Budget Reconci1iation Act:OBRA)에 의해 생겨난 지역사회서비스 

의 포활적 보조금율 다루는 지역사회서비스과(Co빼nity Services)가 있다. 

지역사회서비스과에서는 저소득충의 가정에 에녀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 

램(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 보건북지부의 조직기구 

獅꽤
 뽑
 

의료째정 관리국 

메디케어부 
메디케이드부 

。똥및7댐국I I 공중 보건국 
가족지원부 I I 약물및정신보건부 
인력개발부 I I 식품 및 의약부 

국립보건원 

사회보장국 

자료 u. S. Govemment 뻐nua1 ， 1991192, U. S. Government pr‘intir핑 

Office, 1991. 

인력개발빽l서는 아동， 청소년 및 가축에 관한 제반 서비스률 담당하는 

아동， 청소년， 가축북지과(administration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가 있다. 공중보건국(Public Hea1th seπices)내에는 국민률의 건강 

을 위한 식품， 의약， 질병， 약물동에 대한 서비스를 관;행}는 다양한 부서와 

연구소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요한 몇가지 부서률 틀면 우선 알코올， 

약물중독 및 남용과 정신보건에 대한 서비스를 총괄하는 약물남용 및 정신보 

건부(Substances 뼈use and Menta1 Hea1th Services Administration: 없MHSA) 

가 있고，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과 검사를 판장하는 식품 빛 의약부(Fo여 뼈 

Drug Administration: FDA)가 있다. 이외에도 각종 질병과 건강 및 보건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치료방안을 위해 각종 활동을 하는 국립보건원(Nation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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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Health)이 있다. 

세번째 국은 의료재정관리국(Health 않re Financing A뼈inistration; 

HCFA)으로서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운영 판리하고 있 

다. 메디케어는 65셰 이상의 노인률을 위한 연방의 의료보험 제도이고 메디케 

이드는 곤궁한 자와 의료의 혜택율 업을 수 없는 자률을 위한 의료보조 프로 

그램으로서 주정부와 협조하에 주정부에 보초금을 제공하는 의료부조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보건 및 복지부내에셔 가장 많은 예산을 다루는 사 

회보장국(Social Securi ty A뼈inistration; SSA)이 있는데 이 사회보;햄에서 

는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S∞ial Secw‘ity라고 부르는 노령， 유축 및 장애보 

험(01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 0업01)올 총괄하며 또한 

노인， 맹인， 장애자에게 일정액의 소특율 제공하는 보충소묵프로그햄 

(Suppl뺑ntal Security Income; SSI)을 시행하고 있다. 이 보충소묵 프로그 

램은 공적부조로써 연방의 일반조세 수입에서 그 재정을 탐당하며 주에 따라 

연방의 급여액에 주의 보조급여액(state suppl얹Iel1ts)율 지불할 수도 있다. 

나머지 5개 부에서도 사회북지에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 책임과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교육부(빼t. of Education; DE)에서는 초동， 중 

풍， 고둥교육율 담당하는 것 외에 생인교육과 직업교휩1 대한 프로그램올 직 

접 관;g-하고 있다. 그러고， 륙수교육과 재활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도 실시하 

고 있다. 또한 져소묵， 소수민혹과 이민족들을 위한 이중언어교육과 소수민톡 

언어교휩1도 책임을 맡고 있다. 농림부(뼈t. of Agriculture; DA)에서는 식 

품과 영양셔비스의 일환으로 저소묵충과 북지프로그램 수해자률에게 F때 

Sta때 프로그램율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잉여 농축산물을 무상으로 저소묵충 

에게 배분하는 프로그햄(Free F，∞d)도 탐딩하고 있다. 

노동부(Dept. of 벼bor; DL)에서는 직업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 및 직업 

훈련 서비스부서를 두어 이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이 노동부내에는 주정 

부 관할책임인 실업보험제도에 대해서도 이률 총활， 조정， 감시 및 감톡， 지 

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택 및 도시개발부(않pt. of Housir핑 and 

Ur뼈n Develo빼nt; 메미에서는 도시 저소득충을 위한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또 노인률율 위한 노인주택단지 조성 동 각종 공공주택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도시재개발， 지역사회개발동의 책임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예툴 툴면， Model Ci ties Program, the Housir핑 and co빼nity Devel()빼nt 

Act of 1974, co빼Ulity Development Block Gr없t동은 모두 뻐관리 책엄하의 

입법이나 프로그램틀이었다. 원호부(Dept. of Veterans Affairs: DVA)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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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률의 직업알선이나 고용훈련동의 서비스률 제공하고 륙히 좋은 시설 

과 장비률 갖훈 원호병원이 전국적으로 산채해 있어 의료서비스와 정신의료서 

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정부에서도 연방정부와 대체로 비슷한 조직을 보이고 있지만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고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도 이름이 각양각색으로 다양하다. 예를 

들면， 많pt. of Human Resources, I농pt.of Welf，없'e， I농pt.of s∞ial seπices 

둥으로 주에서 북지률 담당하는 부셔틀의 명칭도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는 연방의 DHHS와 같이 주정부에셔도 주복지부(State Welfare Dept. )가 있 

고 그 산하에 각종 북지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있다. 그러고，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북지기능율 담당하는 기구률이 조직되 

어 있다. Connecticut주의 예률 률면， 주지사 밑에 북지부(Wel짧e 빼t. )가 

있고 이 북지부내에 복지서비스국과 보건서비스국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 각 

서비스국내에 구체적인 북지 및 보건 프로그램율 실시하는 부서률로 세분되어 

있다. 이 북지부는 장관산하에 그 주내에 8개의 지구사무실이 있고 이 지구산 

하에 다시 63개외 지역북지 사무소가 있다 61 

카운티정부 차원에서도 살펴보면 Connecticut주 H앙mepin 카운티의 경우률 

툴면 카운티 북지부(Welfare Dept. )가 있고 이 부서내에는 크게 가축서버스， 

성인서비스，직업 및 고용서비스，지역사회 서비스를 관장하는 사회 서비스국과 

의료부조， 일반부조， 따'oc동을 탑당하는 재정척 원조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7’ 

2. 사회북지행정 역할분담과 재정분담의 현황 

현대의 모든 산업국가는 나름대로 사회북지제도 - 소묵， 의료보장， 북지서 

비스프로그램 - 률 실시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서구 유럽의 복지국가에 비해 

서는 늦은 출발을 하였지만 1935년 이후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통해 북지국 

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각 나라마다 독륙한 사회， 정제， 문화척 환경 

속에 북지제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미국도 몇가지 독특한 사회요소틀 - 팡 

대한 지리적 규모， 다양한 민축 빛 인종의 인구구성， 노동윤리와 개척정신에 

의한 자조의 전통동 - 이 미국의 복지제도률 형성.발전시키는데 지대한 영향 

을 끼쳤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영향틀은 다음의 세가지 특정률로 잘 나타나 

6) Arthur Spindler, Pub1ic Welf하e， New York: 뻐.unan Sciences pr‘ess, 
1978, p. 221. 
7) 상게셔，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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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8’ 

헛째， 미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매우 실용척이고 점진척으로 발전되어 

왔다. 축， 북지프로그램이 광범위한 국가정책의 하나로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웅 내지는 해결책으로 전개되었다. 

예률 툴면， 가장 규모가 큰 프로그램인 OASDHI의 경우에도 1935년 시작 당시 

는 노령보험(OAI)만 있다가 1939년에 부양아동 및 유축보험(OASI) ， 1950년에 

장애보험(OASDI) ， 1965년에 메디케어 (OAS다11)가 추가되었다. 

둘째， 미국의 사회북지제도는 지방분산적 또는 지방자치척으로 구성 운영 

발천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 륙성은 연방쩨 정부로써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간에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데 기여한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운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소관하에 있고， 어변 프로그램률은 주정부가 도맡아 책 

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또 세 정부단위가 모두 판여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표 2> 공공과 민간의 사회북지 지출비(괄호안은 % 대비 %) 

(단위: 억불) 

연도 공공지출 민간지출 총지출 

1972 $ 1903 (16. 5%) $ 932 (7.7%) $ 2835(23. 8%) 
1980 4, 920 (18.4) 2, 427 (8.8) 7, 347(26.6) 

1985 7, 320 (18.5) 4, 372 (10.5) 11 , 692(27.9) 

1988 8, 858 (18. 5) 6, 012 (12.3) 14,870(29.4) 

자료 Wilmer Kerns and Milton Gl없Z， "Private Social Welfare 
양penditures， 1972-1988," Social Security Bulletin, 54(2) , 
February 1991. 

이러한 연방제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권력의 분산， 갈동의 조정， 충재， 융퉁생 

발휘 동의 중요한 정치척 기농을 행사한다. 미국의 북지제도의 지방분권척언 

륙성이 미친 또 다른 영향은 정부 프로그램의 행정에 민간부푼의 역할의 중요 

8) IlE렐l8l:‘t많mt of H않1 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따‘i ty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 S∞ial 앓ωrity Bulletin, 54(9) , Sept없뼈r 1991,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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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부각시켰다. 예률 들면， 메디케어와 때디케이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서 

비스를 민간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근로자재해보상보혐의 보상이 민간 보협 

회사와 계약을 맺어 담당하고 있는 점이다. 

세번째， 미국의 사회복지구조의 또 하나의 륙생은 사회북지 비용에 대한 

많은 책임을 민간부분이 탐당하고 있다는 점이다(표2 참초). 예률 률면， 보 

건， 의료， 직업과 관련된 연금， 집단 생명보험동의 혜택에 있어서 민간부문이 

큰 역할율 맡고 있다. 그러고， 교육과 북지서비스 영역에서도 민간의 역할을 

중요하다고하겠다. 

이러한 특성을 지난 미국의 사회북지는 그 기능에 따라 대체적으로 3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겠다 9) 

A. 소묵보장프로그랩 
1) 노령， 유축 및 장애보험(OASDI) 

2) 실업보험(Unempl앙뾰lt Insurance : UI) 

3) 산업재해보상보혐(Workers ’ c。뺑nsation : WC) 

4) 보충소둑프로그랩(Supplemental Sεurity 1111∞me : SSI) 

5) 요부양아동가축소특멍후효를「램(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αlildr앙1 ; AFIlC) 

6) 일반부조(않leral Assistance : GA) 

7) 저소묵가정에녀지프로그램(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LI맨A) 

8) 공공주택 및 임대를성후효루「랩(Public Housing 뻐d rental 

Assistance P뻐A ) 

B. 식량 및 영양윈조프로그램 

1) 식품권(Food Stamps) 

2) 학교급식 (School Lunches) 

3) 식량보조 프로그램(Sl때lemental Food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 WIC) 

C. 복지서비스프로그램 --- 복지서비스포괄적보조금(S∞ial seπices 

Block 앉ant : SSBG)제도하에 

9) D. DiNitto, 1991 , 전게서 ,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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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혜판라서비스 

2) 보육서비스 

3) 고용 및 직업훈련서비스 

4) 재7}북지셔비스 

5) 차량수송셔비스 둥 25항목의 서비스가 있다. 

이상의 분류하에 기초하여 각 프로그램별로 정부간 구체적인 행정 및 재 

정분탐 상황율 살펴보자.빼 

A 소득보장프로그램 

맨웰l 이 OASDI는 전척으로 연방의 관리책임빼 놓여있다. 최대의 소특보 

장프로그램인 이 OASDI는 연방의 보건 및 북지부의 사회보장국에서 모든 행정 

율 담당하고 있으며 재정적 부담은 이 사회보혐의 가입자인 근로자와 그 고용 

주가 모두 부답하고 있다.lD 1990년 근로계충의 95%이상인 1억 잃50만명의 근 

로자가 가입되어 있으며 3980만명이 이 급여률 받고 있다. 이 급여의 월형균 

액은 545달러였고 총수입은 3145억탈러였고 총지출은 2531억달러였다. 연방의 

사회보장국(SSA)산하 107>> 지역에 각 지구사회보장사무소(Region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가 있고 전국적으로 1300개의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1∞al social security offices)가 셜치 운영되고 있다. 

질협보험(UI) 미국에서 최초의 설업보험은 1932년 Wisconsin주에서 실시 

되었고 1935년 사회보장법에 구체화되어 전국척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OASDI와는 탈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효써 이루어진다. 연방정부는 각 주 

정부률이 실업보험법율 만률어 실시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실업보험법이 있 

는 주의 고용주틀에게 연방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고 또 주정부에서 설업보험 

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행정비용율 연방에서 보조해 주고 있다. 각 주에서 나 

름대로의 실업보험법의 내용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율 맡고 있다. 축， 주정부 

가 급여의 기간， 기여세율， 급여수급요건둥을 결정한다. 그리고， 주정부가 이 

프로그램율 실제 운영하기 때문에 기여금을 거두어 률이는 것， 급여률 지불하 

10) I농뿜rtment of Heal th and Human Services, 1991 , 전게서， pp. 5-79. 
11) 1992년 사회보장세(OASDI t없)는 임금의 $55， 500까지 적용되었으며 세율은 
근로자， 고용주 공히 6. 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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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퉁 모든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잔협재해보삿보험(WC) 직업활동과 관련된 상해를 입었율 경우에 대해 치료 

와 현금급여률 제공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된 최 

초의 사회보혐의 형태이었다. 산재보험은 직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비용은 

기업비용이라는 원칙훌써 전적으로 고용주들이 그 재정율 부담하고 있다. 산 

재보험의 행정과 감팍R 판한 비용은 주정부의 특별예산에 의해 충당 되어진 

다. 그리고， 주의 산재보험법은 산채보험위원회와 산재보험 륙별관리기구에 

의해 시행된다. 

보춤소특프로그랙(SSI) SSI 프로그램은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실시되 

어 오먼 노령부조(Old Age Assistance: OAA)와 맹인부조(Aid to the Blind: 
AB) 그러고 영구장해부조(Aid to the Permanently 와ld ’fotally Disabled: 

APfD)를 1974년에 합친 소묵부초프로그램이다. 이것은 각 주별로 상이한 수급 

요건과 급여에 대한 통얼율 기할 목적으로 연방정부가 주도판율 쥐고 수행하 

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그 재정은 모두 연방의 일반 조세수입에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주률이 연방의 SSI 급여(1990년 현재 명균 월 303불)에 

대한 주의 보조급여(1990년 평균 140불/월)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고， 이 SSI 

의 행정도 역시 연방정부(다뻐하의 SSA)에서 맡고 있다. 1992년 총수혜자수는 

530만명에 달하며 월펑균 연방지급액은 357탈러였다. 

요부약아통가족 소득멍후효루「햄(AFOCAFOC는 1935년 사회보장법의 요 

부양아동보조(Aid to 않따ldent Children: AOC)프로그램이 변화된 프로그램으 
로서 미국에서는 보통 "welfare"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AFOC의 재 

정은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부탐하고 있다. AFOC의 급여액도 각 주에 따 

라 다르고 주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율 받는 주의 AFOC곱여액은 일반척으 

로 높은 수준으로 제공된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은 형균적으로 주정부 지출 

액의 50-없짧}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다. AFOC의 실질적인 행정은 주정부에서 

책임울 맡고 있으나 연방정부의 아뻐의 아동 및 가족복지국에서 주의 계획을 

검토하고 재정지원액을 결정하고 있다. 

혈반부조(GA) 이 일반부조는 연방정부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천혀 

개입을 하지 않는 주와 지방정부만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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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랩은 연방정부의 공척부조에 신청자격이 안되거나 연방의 공적부조외에 부 

가적인 재정척 원조가 필요한 사람출R게 제공되는 현금 급여제도이다. 그러 

고 급여수준운 다른 공척부조프로그램에 비해 낮고 급여기간은 단기척인 것이 

륙책이다. 이 GA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북지 관할기관에 의해 행정이 이 

루어진다. 

처소묵가첫에녀지멍~neï햄(LI뾰A) 이 프로그햄은 저소특가정의 에녀지 

비용율 위해 연방정부가 주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LI뾰A 

는 1982년 이후로 시행되어오고 있으며， 관할책임은 연방 보건 및 북지부내 

지역사회서비스과(Co빼mi ty Services Adminiatration)에서 맡고 있다. 수혜 

대상자는 AFOC, SSI수혜가정이나 빈곤션의 110% 미만의 소륙의 빈곤가정이다. 

구체적인 행정사항은 주정부가 담당하나 연방의 지도， 감독올 받는다 w 

곡휴주택 및 익대를멍츠표끝「햄(PHRA) 공공주택과 주택임대료 보초프로 

그램은 연방의 HUD가 그 책임을 맡고 있으며 1990년 총 150억달러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이 낮은 임대료의 공공주택프로그램(Public 뻐iUsing)은 일쩌기 

1937년 연방의 Housing Act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대E와 주정부의 공 

동의 재정지원흩빼 지역공공주택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주로 저소묵 

충을 위해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하거나 낡은 주택단지률 개조， 보수해셔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주는 주택프로그램이다. 임대료는 보통 입주자의 웰소묵 

의 3()%범위내에셔 책정되고 1990년 이 사업에 대한 연방의 지출은 44억달러로 

140만 주택세대에 그 혜택이 주어졌다. 또 임대를엉후효루「램(Rental 

Assistance)이 있는데 이것은 HUD관리하에 임대료률 보조해주는 제도로 일반 

척으로 "Section 8 Housing Assistance"라고 불려진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탐하는 것으로 수혜자는 그 지역 중간소륙의 5()% 

범위내의 극빈충세대로 제한되어 있고 입주자는 월소묵의 3()%정도를 임대료로 

내도록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차액을 이 프로그램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 

다. 륙히 임대료 쿠폰(rental vouchers)제로 인해 수혜자에게 입주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이 있다. 1990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체E의 

지출은 106억달러에 달했다J3) 

12) De맹rtment of Heal th and 뻐뼈n 앓πices， 1991, 전게셔， PP. 75-76. 
13) 상게서， pp.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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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식량 및 영양원조프로그램 

식품춰 (Food St빼PS) 이 프로그램은 1964년 ’fhe Food Stamp Act에 의해 시 

작되었다. 주로 저소둑충율 위한 식품멍g효흘「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의 수혜 

자는 AFOC, SSI의 수혜자률 포함해서 대체로 월 소둑이 빈곤션 이하의 반민충 

이고 연방정부가 재정과 행정을 맡고있다. 농림부의 식량 및 영양국(F∞d and 

싸ltrition Service: FNS)에서 총괄하며 각 지역에 지역사무소와 전국식량시장 

및 은행제도(Nation’ S f，∞d I뼈rketing and 뼈nking syst빼s)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일반조세수입으로부터 이 식품판프로그램의 모든 비용올 부 

담하지만 행정비용은 주정부에서도 일부 부답하고 있다. 1990년 약 2천만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고 있으며 1인당 월 명균 식품권액은 5빨이며 총~l 

출은 141억달러였다. 

학교급식(Schoo1 Lunches) 학교급식프로그램은 적절한 비용으로 모든 아동 

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건강과 북지를 증진시키려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모든 학교의 가정의 소묵수준에 따라 무상 또는 염가로 

급식을 제공받는다. 이것은 FNS에서 관리하며141 가입학교는 현금급여률 제공밭 

으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비용울 지불받는 외에 양질의 농축산품 

을 제공 받기도 한다. 1990년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약 38억달러툴 지출 

했으며 주에서는 약깐의 행정비용율 부담했다. 

식략닙Z효를「햄(WIC) 이 프로그램은 임산부， 유아 및 ~il이하의 아동틀 

에게 영양과 건캉보조률 위한 연방프로그램이다. 대상자는’ 주로 이 부류에 숙 

하는 사람틀로서 가계소득이 빈곤션의 185% 미만인 자틀로셔 의료상 또는 영 

양상 도옵이 필요한 사함들이다. 이 프로그램 역시 식품핀이나 학교급식처럼 

돼S에서 관리하며， 지역의 민간， 비영리기관률이 주정부에 WIC프로그램운영신 

청을 낸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7600개의 WI써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 

다. 1991년 WIC예산은 24억달러였고， 미국에서 태어난 유아들의 30%가 이 프 

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뻐 

14) U.S. Government 뻐nua1 ， 1991192, Washington, OC: U. S. Govemment 
Printing Office, 1991. 
15) 않뼈rtment of Heal th and 빼뼈n Servi ces , 1991 , 전게셔.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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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북지서비스프로그램(Social se:πices) 

사회북지서비스 프로그램은 소둑보장， 의료보장， 식량 및 영양원초프로그 

램과는 탈리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대신에 이보다는 렬 구혜적인 일상생 

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기본적인 셔버스 

란 보육 및 탁아셔비스， 고용 및 직업훈련서비스， 재가북지서비스， 수송서비 

스， 법률서비스 둥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원래 이것은 주로 저소묵 

충이나 공적부조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으나 점차 그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거의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이 북지서 

비스에 대한 연방의 재정지원이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정부책임하에 제 

공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연방의 보조금지급의 형태로 연방의 개업이 시작되 

었다. 연방정부는 주의 서비스예산중 약 7앓률 보조하였고 이 보조금은 항북 

별， 영역별로 세분화되어 지급되었다(categorical grants). 연방정부는 보조 

금지급과 함께 많은 절차， 행정상의 요구조건률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1981년 례이건청부의 통합예산법(Omnibus Budge Reconcilation Act: OBRA)에 

의해 북지서비스를 하나의 포활척 보조금(block grant)의 형태로 변경하여 복 

지서비스포괄보조금(Social seπices Block Grant: SSBG)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고 연방의 까다로운 제 규정， 륙히 주정부가 부담해야했먼 2앓의 재정분 

담(matching s뻐re)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복지서비스프로그램은 연방의 

재정지원하에 주나 지방정부의 재량에 의해 실시운영된다고 하겠다. 이 프로 

그랩에 대해서는 다읍 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어지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사회북지프로그램들율 정부간에 그 행정과 재정분 

탑의 현황율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 題社서비스(Social Services)의 훌1f:j過程 

다읍으로는 북지서비스의 지난 30여년간의 변화과정 사례률 통해 정부칸 

기능과 역할의 분탑이 어형게 변화되어 왔는지률 심충 분석하고자 한다.뻐 복 

지서비스는 원래 사회보장법의 여러 조항에 걸쳐있는 공적부조프로그램내에 

16) 북지서비스에 대한 사례연구는 다음의 두 연구문헌에 기초하고 있다. N. 
Gilbert, "π1e Transfoπ18tion of Social Services," Social Service 
Review, 51(4) , 않C밍b밍‘ 1977, P. 624-649: Neil Gilbert, Harry Specht, 
andP없11 Terrell , 1993, 전게서 , pp. 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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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북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칸 역할 분담 

북지프로그램 행정수행 재정지원 비고 

〈소둑보장〉 
노령， 유축장애보험(OASDI) 연방정부 연방정부 
실업보험(UI) 주정부 연방정부 
산업재해보험(WC) 주정부 연방정부 주정부 
보충소둑프로그램(SSI) 연방정부 연방정부 에서 
요부양아동가혹보조(AFOC) 주정부 연방및주정부 보조금 
일반부조(GA) 주또는지방정부 주및지방정부 지급 
저소묵가정에너지보조 주정부 연방정부 
(LI뾰A) 

공공주택 및 임대료보조 연방정부 연방，주，지방정부 
(P뻐A) 

〈의료보장〉 
메디케어 (Medicare) 연방정부 연방정부 
메디케이드(뼈dicaid) 주정부 연방및 주정부 

〈석량 및 영양원초〉 
식품판(Food Sta빼s) 연방정부 연방정부 
학교급식 (Sch∞1 Lunches) 연방및주장부 연방정부 
식량보초(W1C) 연방및지방정부 연방정부 

〈북지서비스.)* 
보육및탁아서비스 주및지방정부 연방정부 
고용및 직업훈련서비스 주및지방정부 연방정부 
재가복지서비스동 주및지방정부 연방정부 

* 북지서비스는 SSB어1 의해 25가지 법주의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으나 동 
일한 재정 및 행정지원이 적용된다. 

현금급여부문과 북지서비스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었먼 것에서 유래한다 (그림 

4 참조). 이러한 북지서비스부문들은 1974년 사회보장법 제20조(Title XX)로 

통합되었다가 1981년 통합예산법 (OBRA)에 의해 북지서비스포괄보조금(SSBG)으 

로 바뀌었다. 북지서비스는 물론 1965년의 노인법(Older A뾰ri혀ns Act)과 

1980년의 입양 빛 아동북지법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그러고 1988년의 약물남용방지법(Anti-Drug Abuse Act)에 의해서도 제공되지 

만， 단일 프로그램으로서 SSBG는 북지서비스에 대한 가장 큰 프로그램이기 때 

문에 여기서 논의의 대상으로 션정되었다. 실제 이 프로그램이 미국의 북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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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의 본질율 가장 구체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다l1l 

먼저 이 북지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의 실태률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듯이 1963년과 1971년사이에 1. 94억달러에셔 7.4억달러로 세배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71년과 1972년사이에 7.4억달러에서 17억달 

러로의 증가에 비하면 그러 놀랄만한 수치도 아니다. 그후 1973년부터 연방의 

회에서 지출최고한도액(cei 1ing)을 정한 이후로는 완만한 증가를 보여 1990년 

28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표 4> 북지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출현횡 (단위: 백만달러) 

1963 1971 1972 1973 1981 1990 
$194 740 1, 700 2, 500 2, 400 2, 800 

자료: N. Gil밟t， H. Specht, and P. Terrell ,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1icy (3rd Ed.), Ez핑lew때 Cliffs, NJ: Prentice 뻐11 ， 
1993, pp. 46-47. 

〈그림 4> 1962년 당시의 사회보장법하의 공적부조내 북지서비스부문 

노령부조 
(OAA) 

(1935, 제 l조) 

북지 
서비스 현금급여 

맹인부조 영구장해부조 
(AB) (뻐TD) 

(1935, 제 10조) (1950, 제 14조) 

복지 북지 
셔비스 현금급여 서비스 현금급여 

북지셔버스포괄 
보조금(SSBG) 

1981 

요부양아동부조 
(ADC) 

(1935, 제 4-A조) 

복지 
서버스 현금급여 

자료: N. Gil야rt， H. Specht, and P. Terre11 , Di뼈1Sions of 
Socia1 Welfare Po1icy (3rd Ed.), Englewoc녕 C1iffs, NJ: 
Prentice Ha11 , p. 56. 

17) Nei1 Gilbert, 없rryS홈cht， and Pau1 Terrell , 1993, 전게서，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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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초점은 위와 같은 연방지원의 확대와 함께 야기된 실체적인 프 

로그랩의 변화에 있다. 1962년 사회보장법 개정때 처음으로 북지서비스부품에 

대한 연방의 재정척 지원이 명시되었고 그후 이 북지서비스프로그램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지난 30여년간의 변화의 과정을 알기 쉽게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지난 30년칸0962-1992)의 북지서비스의 변화과정 

연도 대상자 목적 빛내용 

19621주로 공적부조수혜자 |빈곤의 감소와 예방율 북적. 
서비스의 실체는 고도의 개별사회사업서비스 
를 통해 경제의 의존생율 유발하는 행동에 
변화률 유도하려했다. 당시 연방의 보조금은 
caseworkers의 봉급으로 사용되 었다. 뼈 

19671공적부조수혜예정자와11962-66사이에 공척부조 대상자는 줄지않고 
저소득주민들도 추가 |오히려 백만명정도 늘어났다. 그래서 개별사 
(group eligibility) 1 회사업서비스는 그 의미가 축소되고 보다 광범 

위한 북지서비스의 개념이 도입. 그래서 실질 
적으로 어떤 서비스도 연방에서는 재정적 지 
원을 활 수 있게 되었다.뻐 
그러고 그 서비스는 개별사회사업보다는 더 
구혜적인 서비스률 요구하였다. 이때부터 소 
위 소프트 서비스(조언， 카운첼렁퉁)와 하드 
서비스(탁아센터， 약물치료센터， 직업훈련동) 
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보다 구쩨적 형태의 하 
드서비스가 보펀화되었다.때 

19721공척부조수해자가 |이것은 연방정부가 주정부가 쩨공하는 어떤 
아닌 사람도 그 대상 |종류의 복지서비스에 대해셔도 연방에서 비용 
에 포함 |의 7앓률 부담했기 때문이다. 

18) 뻐rtha Derthick, Uncontrol1able Spending for Social Services Gr‘하lt， 

Washington, OC: Br.∞kin뿔 Institution, 1975, p. 19. 
19) Mildred Rein, "Social Services as a Work Strategy," S∞ial seπice 

Review, 49, 1975, p. 519. 
20) 뼈rtha Derthick, 1975, 전게서 ,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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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1 1) 소륙보초수혜자 
2) 저소묵 계충 
3) 일반시민의 세부 
류로나누어졌다 

이제까지 북지셔비스는 모두 사회보장법 제 
20.조(Tit1e XX)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각 주정 
부는 지역사회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형 
태의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연 
이 정한 5가지 광범위한 목적중 하나에만 
부합된다면) 그래서 1974년 50.개주에서는 전 
부 1313가지의 북지서비스를 제공했다.때 

19781위의 세가지 분류에 |집단수급요건이란 예률 툴면 노인집단이라든 
집단수급요건이 추가.1가 보호시설의 정신질환자집단올 말한다. 

19811 연방의 요건사항률이 
삭제되고거의 모든 
시민에게로확대 

1990. 

Title XX가 복지서비스포괄보조금(SSBG)으로 
변경. 여러 가지 연방의 의무조건률이 제거되 
고 주에서 보조금일부률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local matching share)제도도 폐지되었다. 그 
래서 거의 모든 형태의 서비스가 주 및 지방 
정부의 재량으로 이전. 새로운 의무조건으로 
연혜보고서제출， 서비스규정， 수해자 수， 자 
격요건， 각 서비스당 지출액둥은 주에셔 보고 
하도록되었다 221 

연방정부는 분석목적으로 북지셔비스를 25가 
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혜관리서비스， 
탁아서비스， 고용 및 직업훈련셔비스， 재가북 
지셔비스， 수송 및 교통서비스둥). 그런데 20. 
개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가 다소 있는 
가 하면， 두개 주에서는 한두 가지의 셔버스 
에 모든 재원율 다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설로 주마다 그 서비스행정이 매우 다양하다 231 

이상의 30년간의 변화과정중에서 특기할만한 사항률율 살펴보면 첫째， 

1967년이후 구체적인 북지서비스를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북지서비스의 목적상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1962년의 북지서비스 지원의 묵적은 

빈곤의 감소에 있었는데 1967년이후로는 현금급여와 북지서비스가 별개로 나 

21) Socia1 and Rehabilitation Service, æEW, S∞ia1 Services U. S. A. , 
Washir필ton， DC: National Center of Socia1 Statistics, 1975, p. 7. 
22) Socia1 Legis1ation Information Service, Washington Social Legislation 
Bu11etin, Vo1. 31 , no. 32, Apri1 1990., p. 125. 
23) 상께서 , pp.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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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어지고 륙히 1974년 Ti tle XX'이후로는 빈곤감소의 목척보다는 서비스네트혁 

의 연결과 유지 그리고 인칸능력 개발율 묵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주종율 이루 

게 되었다.때 

둘째， 1977년 행정상으로도 현금급여부문은 SSA로 북지서비스는 인력개발 

과 (1990년이후로는 지역사회서비스과)로 분리 이관되었다. 이러한 분리행정 

이후 서비스천달은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서비스제공기관간의 서비스전달계 

약 메카니즘에 의해 보다 보펀 다원화되었다. 지난 20년간의 이러한 서비스전 

달부문의 변화는 공공의 북지서비스자금율 민간의 비영리 또는 영리기관의 북 

지서비스률 구입하여 체계척 사용율 엄청나게 확대시켰다. 그래서 민간 비영 

리기관에서 연방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출중 약 50%률 소화하는 것으로 나타 

낮다25) 

셋째， 이러한 서버스범위와 전달상의 변화는 동시에 연방의 재정지원방법 

에 변혁을 초래했다. 1962년법에서는 연방의 지원운 제한이 없었고 주정부의 

북지서비스지출의 7앓률 담당했다. 이것은 1967년이후 연방의 지원율 받을 수 

있는 서비스종류와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더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각 주률이 

연방의 복지서비스째원을 따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고 특히 1972년에는 New 

York, Illonois, California 이 셰개의 주에서 전체 연방지출의 많%률 가져갔 

다.때 그러나 1972년 Ti tle XX제정이후 연방의회에서 지출제한율 두어 최대지 

출액율 (당시 1973년 25억달러 ) 정했다. 이 지출상한선으로 인해 보조금의 배 

분도 각 주의 인구수에 기초하여 균동배분하려 하였다. 그러고 이 배분방식은 

1981년 SSBG이후에도 적용되어 연방의 지원금은 여전히 주의 인구크기에 기초 

하여 할당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배분방식은 각 주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불 수 없는 것이다z/) 

24) Ro밟rt Morris and Delwin Anderson, "Personal 않re Services: An 
I따ltity for Social Work," Social Service Review, 49(2) , June 1975, pp. 
157-174. 
25) Lester Salomon 없d Alan 뼈r뻐son， 까le Federal Budget and the 
Non-Profit Sector‘,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Press, 1982, p. 44. 
26) 뼈rtha Derthick, 1975, 전게서， pp. 100-101. 
27) Nei1 Gi1bert, H앞ry Specht, and Paul T하rel1， 1993, 전게서 pp.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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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社會福밟行I훌 훌홉顧훌分의 峰性

1. 기본방침， 일반적 륙생， 북지행청장의 륙생과 원칙 

미국의 사회북지행정의 기본방침은 건국이래 연방주의라는 원칙해R 연방 

정부， 주청부， 지방정부간에 그 역할과 책암을 골고루 분산시켜셔 조화롭게 

사회북지행정율 펼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주의률 고집하다 

보니 형명생， 상호불간섭， 역할분담 및 중앙집중적 관료적 혜단방지 둥은 그 

장점으로 몹율 수 있으나， 다분히 다원척이고 분산적이어서 체계적이지 못한 

륙성율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지방분권척 관계는 사회북지프로 

그랩률이 일원적이거나 포활척이지 못하고 또 동시에 비효율적， 충북척， 낭비 

척인 성격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의 북지제도는 중앙집권적 단일 

정부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종합적， 체계적， 포괄적 성격보다는 점진적이고 

실용척이며 그쩨 그때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웅， 조치하는 산발적 

인 성격율 딴다고 말할 수 있다. 

원래 엄격한 연방주의로 출발한 미국이었지만 1930년대의 대공황， 1940년 

대의 2차대전율 겪으면서 연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중대성이 점차 인식되어 

북지행정에 있어서도 그 리더십율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60년대 후반 

까지 급척한 북지의 확대와 팽창이 이루어졌고 그후 1970년대초 이후 사회， 

정치， 정제적인 환경숙에서 북지의 발전이 다소 지연 내지는 정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북지프로그램에 대한 주도권은 여전히 지숙되었 

고 륙히 가장 큰 복지프로그램인 OAS뻐I에 대한 것은 여전히 전척으로 연방의 

관리와 책임하에 있다. 그러고 기타 소특닙~ne「램에 있어서도 연방의 역 

할은 재정지원의 주요원천으로서 충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국의 사회북지 

행정상의 큰 원칙은 연방주의에 의해 각 정부간 골고루 책임율 분탑하는 것으 

로 찰 나타나 있으나 실상은 북지행정의 가창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재 

정척 지원이 대체로 연방정부로부터 나오고 있고 (물론 주정부도 프로그램에 

따라 나름대로 재정을 부탐하고 있기는 하다)， 그 구체적인 실무는 대체로 지 

역주민 흑， 북지프로그램 대상자가 살고 있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진행 

되고 있는 것이 그 륙색이라 하겠다. 따라서 단일 국가의 정부처럼 모든 일을 

도맡아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방정부는 어느 측면으로 보아셔나 가장 중요한 

북지행정의 주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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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행정 기농배분에 있어서의 논점 

현재 미국의 사회북지행정의 기능분탑에 있어서 충요한 이슈는 1981년 혜 

이건행정부가 률어셔면서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인 

보수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던 레이건은 취임후 신연방주의 (New F，려eralism)라 

는 깃발아래 연방정부의 북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율 경감하그l자 많은 부분율 

주정부나 지방정부로 이관했다. 그래서 실제 복지프로그램을 줄이고 북지예산 

율 삭감하기도 하였다.뻐 이 삭감된 프로그램과 예산은 주로 저소묵충에 대한 

것으로서 진보주의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륙히 북지행정에 대한 리더 

섭을 가지고 북지프로그램율 지원하고 실시하먼 연방정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 

하였다. 그 가장 구체적인 에가 1981년 OB뻐에 의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항북 

별 보조금제도률 없애고 포활적 보조금제도률 만든 것이다. 그래서 레이건대 

통령은 복지서비스 포괄보조금(SSBG)이란 명목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도 

1981년 29억달러로 책정된 예산을 24억달러로 줄였다. 게다가 이전까지는 북 

지서버스에 대한 연방보초금의 조건으효 주에서 비용의 25% 부담하먼 조건도 

삭제하고 말았다. 이렇게되자 주정부에서는 SSBG로 받은 예산율 주자체의 재 

정분탐없이 거의 마읍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프로그램율 실행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러한 결과로 웅탕 받아야 할 북지서비스률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흔 

히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신연방주의는 기존의 전통적인 북지에 대한 

연방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주나 지방정부의 상대적 재정부담은 

가충되고 또 복지행정이 주정부의 정치변수에 많은 영향율 받게 되었다. 륙히 

1980년대 후반에 틀어서면서 연방정부외 재정적자는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고뼈 

또한 주정부들도 적자예산에 의해 곤란을 받는 주률이 다수률 차지하게 되었 

다. 그래서 진보， 발전적인 연방의 북지행정에 대한 의지와 역할분담의 의미 

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8) 레이건정부는 AFDC, 뼈icaid， F，∞d S뼈따$ 둥에 대한 수급요건을 강화하 

고 예산을 줄였으며， 고용알션 및 취업훈련율 북척으로 하였먼 많I‘'A， Public 
Seπice Jφs와 Y。따hCαlServation Cor뿜 둥을 폐지시켰다. 
29) 1991년 연방의 예산적자는 1700억달러에 탈하며 1993년 올해까지 총 4조달 
러의 척자가 누적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시민 1인당 약 15， 000달러의 부채률 
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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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우리나라 社會福화行政 樓麗配分에 대한 시사점 

미국의 사회북지행정의 분석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미국의 정 

부간 북지행정의 기능분탑이다. 축 연방정부는 대체로 전국적인 규모의 북지 

프로그램을 총괄 그 재정과 행정율 모두 담당하고 있으며， 또 많은 북지프로 

그램의 재정의 상당부분을 연방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북지대상자 및 북지서비스이용자률 가'7.lt이서 그출il게 실제 프로 

그햄울 관리 운영하고 서비스률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이제 지방화시대률 맞이해서 바야흐로 적극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 

할 예정이다. 차제에 한국의 북지관련 전문가나 정부관리률 중에서 중앙정부 

가 맡고 있거나 맡으려하는 북지행정의 책임율 지방정부로 섣불리 이전할 것 

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률도 적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지방자 

치의 여건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더우기 지방자치단체간의 격차는 매우 심해서 극히 몇몇 행정구역율 제외하고 

는 예산상， 행정상 톡립과는 먼 거리에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셔 정부간 사회북지기능분담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실시하 

고자 한다면 중앙정부는 전국민들율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프 

로그햄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척， 행정적 책염을 다해야 할 것이고 각 지방자 

치단체는 중앙행정의 보조적 역할로 만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지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중앙의 재정적 지원하에 세부적인 행정사항 축 클라이언트션 

정， 수급요건， 서비스전탈환n 대해서는 일차적인 기능율 담당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의 

전체적인 울확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무는 지방 

자치단체가맡는 방식으로 척절한 기능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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輔의 빼협짧빼잠됐 짧짧짧왔1) 

강 욱 모 (셔울시정개발연구원) 

1. 社會屬社서비스의 發建

영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은 ‘구빈법 (Poor Law) 당시，’ 2차대전 이후 

‘복지국가로의 움직임， ’ ‘시봅보고서 (꿇bohm Report)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개펀， ’ 그리고 ‘대처정권하의 북지제도의 축소’ 라는 네가지 단계로 나누어 불 

수있다. 

구빈법 당시의 사회북지서비스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율 원칙으 

로 하였고， 그 당시 대부분의 서비스는 민간단체에서 이루어 졌다. 축 빈곤율 

핵심문제로 파악하는 시각에 따라 국가는 사회문제로 드러나는 부분만율 책임 

지고， 개인의 어려옵과 그에 따른 욕구의 충촉은 민간단체에셔 기톡교를 바탕 

으로 이루어졌다(서상목 외， 1988:234). 

그후 2차대전을 겪으면서 대량실업과 빈곤을 없애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 

어지고， 빈곤충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북지률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이 대두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의해 2차대전중에 발간된 비버리지 보고셔는 빈곤 

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는 원칙과 함께 공동사회의 의무로써 모든 시민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의 소묵， 교육，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국가의 사회정책 

은 그러한 목적율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종F하였다. 따라서 @ 

1) 영국의 공식명칭은 대영국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The Uni ted Kir필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나， 보롱은 대영쩌1국(Great Bri tain) , 
연합왕국(The United Kingdom) , 또는 영국(Britain)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 
나 엄척히 이야기할 때 대영제국(Great Britain)이라 하면 England, Wales, 
Scotland만을 포함하고， Uni ted Kingdom이라 할 때는 Northern Ireland를 포 
함한다. 북아일랜드는 톡자적인 의회와 내각율 가지고 있어 연방국가의 州에 
비견할 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스코툴랜드와 웨일즈도 독자적인 단위로 
안정되고 있어서， 지방자치제도를 비교하면 잉글랜드와 약간의 차이점율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이므로 크게보아 England 
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것은 Wales는 물론 Scot 1 and에 관해서도 타당하다고 
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England률 중심으로 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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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록수를 고려한 적절한 임금，@ 개인의 능력에 따른 교육의 제공，@ 질병 

울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보건서비스，@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주택공급 둥이 증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버리지의 근본 의도는 국민 

을 빈곤， 질병， 무지， 불결， 태만과 같은 5대 사회악(Five Giant Evils)으로 

부터 해방시키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완전한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기 위해 

서는 @ 가축수당체의 실시 @ 질병의 방지 @ 고용의 안정이라는 3가지 조건 

이 충축되어야 한다고 주장F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해 1946년 국민보건법， 1948년 사회부조법과 아동법 퉁이 

제정되 었는데， 이 러한 제도는 새로운 국가보험부(New Ministry of National 

Insurance)에 의해 관리되었고 독립된 국가부조위원회 (National Assistance 

Board)가 설치되어 자산조사 둥을 관리하였다. 한편， 이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부， 보건부， 북지부률 설 

치함으로써， 빈민을 구제하는 책임이 빈민구제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하게 되었다. 

비버리지는 모든 국민이 아플때 현금지불에 의해 보장되는 포괄적인 보건 

과 재활서비스를 제안하고 주장했는데， 이에 따라 국가보건서비스가 1948년 

시작되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기존 병원률을 국유화하고， 신체적 정 

신적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확립과 질병의 취급과 

진단， 예방의 권한을 보건부(Ministη of Hea1th)에 주었다. 보건부는 또한 

지방당국에서 제공하는 노인과 장애자률 위한 비의료급여의 관리책임도 맡았 

다. 

1948년 이후 중앙정부는 사회사업과 그에 따른 서비스를 보건부가 관장하 

도룩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북지서비스률 롱괄하였으며， 아동문제와 보건 

감찰서비스는 내무부(Home Office)에서 맡도록 하고， 학교의 의료 복지서비스 

는 교육서비스와 함께 교육부(않따‘tments of 많ucation)에서 맡아보게 하였 

다. 한펀， 방치된 어린이 보호률 위해 1948년에 확립된 지방당국서비스는 내 

무성이 중앙정부의 책임을， 교육부가 학교(학교건강서비스 포함)와 고등교육 

을 관리했는데， 고둥교육은 X뷰성(Treasury)이 재정을 맡았으며， 노동부 

(Ministry of 벼bour)는 직업의료와 복지 그러고 안전을 책임졌다. 그러나 요 

람에서 무댐까지로 표현되는 주요 현금과 현물서비스들은 내무부의 아동과 

(αlildren’ s De따‘tment)와 의료와 국가보험부(Ministries of Heal th and 

National Insur없ce)에서 책임졌다. 

이러한 사회북지서비스의 발탈과정을 단 두단어로 요약하면， 그것은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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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과 분열(i떠deq뻐.cyand fr행nentation)이였다. 따라서 그후 25년의 역사는 

이러한 최초 이념에 대한 개선과 남켜진 과제에 대한 과시화의 구측이었다 

(Brown, 1978: 17). 첫번째 문제는 보편적 국가보험제도이었다. Flat- Rate 

contribution에 의한 Flat-Rate benefit의 보펀적 제도는 소둑이 방해받았을 

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각출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각 

였고， 저임금근로자률은 어땐 경우에는 적절한 소묵수준율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에 필요한 각출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자산조사에 의한 국가부초 

제도는 그들의 보험혜택이 절박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랍환n게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사용자의 각출율이나 정부재정의 확대에 의 

한 보험제도로는 지탱할수 없었으며， 따라서 완전히 조세로 유지되는 자산조 

사에 의한 사회보장제도로 합쳐지게 되었다. 따라서 1966년 국가부조 

(National Assistance)는 보충급여 (Supplementary Benefits)로 재구축되 었고， 

국가부조위원회 (National Assistance Board)는 새로 개명된 사회보장부 

(Ministry of Social Security)내의 보충급여위원회(Supplement없'Y Benefits 

Commission)로 바뀌 었다. 

두번째 문제는 국가보건서비스였다. 초기에는 의료서비스가 경제적 이묵율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국가적 투자로 생각하였다. 초기의 서비스 비용은 질병 

의 누적된 부분이 해결되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진보 

와 국민들의 기대는 곧 공급 가능한 자원을 초과했으며 국가보건서비스의 주 

요 문제는 이러한 초과수요의 예측， 우선순위의 결정과 자원의 관리가 되었 

다. 새로운 상황에 적용될 가장 적합한 방법에 관한 10여년간의 제안과 토론 

이 있은 후 1974년에 이르러 국가의료서비스는 1948년 이래 최초로 개펀되었 

다. 

사회보험과 국가의료서비스와 비교하여 어린이보호서비스와 노인과 장애자 

복지서비스는 작은 규모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 

었고 증대한 변화가 있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사고에 대한 예방적 

보호에서 사회적 붕괴의 적극적 방지로 점차 변화되어 갔다. 

1960년 잉글비위원회( Ir핑leby Commit tee)는 청소년 학대와 범죄에 대한 장 

기적인 해결책은 가정문제와 관련되는 여러 서비스의 재정비와 통합된 가축서 

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처음으로 대상집단에 따라 분 

리된 행정책임의 문제가 표면화 되게 된 것이다(Ingleby Commi ttee, 1960). 

그후 1965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지방정부의 대인서비스의 조직 및 책 

임율 검토하고 효과적인 가족북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변 변화가 

-175-



바람직 한가률 모잭하는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그 결과 1968년에 드디어 시봅 

보고서(Seebohm R뺑，rt)가 나오게 되었다. 

1979년 5월에 동장한 대처정권은 제2차대전 이후 계속되어 온 Keynes주의 

쩍 북지국가에 대한 합의률 무너뜨리려 혔다. 1978년 말부터 1979년 초에 걸 

쳐 r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J이라 불러워 진 사건의 발생은 국민 

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었으며， 노동조합과 캉력한 북지국가로의 방향율 롤려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때 대처정부는 이전의 Keynes주의률 포기하고 

Monet없sm율 수용하는 것에 의해 이 문제률 일거에 해결하려 했다. 그것은 

시장에 위임하는 부분을 확대하여 시장경제화의 흐름을 타고 또 복지국가를 

정리해서 ‘작은 정부’률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1980년대 이래의 영국 

정부의 재펀도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가 강 

화된다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지방정부가 분담하고 있먼 주택， 대인사회서버 

스，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통제가 일반적으로 캉화되는 것율 의미하였으며， 사 

회정책 영역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社會屬화行훌훌 짧흙 

1. 중앙정부: 보건사회부의 행정체채 

1) 발달과정 

비버리지 보고서에 의한 1946년 개혁이 있기 이전에는 사회보장행정이 여 

러 부처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사회보장에 관한 유일한 책임부처는 연금부 

(Ministry of P없sion)였다. 연금부는 1916년에 설치되어， 1 ， ~l대전으로 인 

한 사망자나 부상자를 위한 전쟁연금의 지불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0웰s & 

B없-endt， 1978: 571-572). 

의료보험행정2)과 각출보험은 보건부(Ministry of Health)와 승인된 조합에 

의해 수행되었다. 노동부는 각출설업보험에 책임을 지고 있다. 1934년 이래의 

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는 실업부조위원회 (Unemployment 

Assistance Board)의 책임인데， 1940년에 보충연금(supplement pension)의 업 

무가 추가로 주어졌을 때 부조위원회(Assistance Bo않d)로 개명되었다. 1908 

년의 법률에 의하여， 비각출노령연금의 행정은 다소 이례적으로 간접세무국 

(Commissioners of Customs and Excise)에서 담당하였다. 

2) Sickness benefit의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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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버리지는 사회보험과 자산초사에 의한 국가부조를 관장할 사회보장부 

(Minist엉 of Social Security)의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사회보 

장부와 연금부를 점차적으로 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Par앓， 385-387). 하지 

만 전시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일부만 수용하고， 모든 북지혜택율 관장하는 사 

회보장부(Ministη of Socia1 Security)의 제안은 거절하였다. 가축수당이나 

다른 보펀척 혜택은 새로운 부에 맡겨졌으나， 사회부조는 국가부조위원회 

(Nationa1 Assistance Board)에 의해 분립적으로 관리되었다. 

1944년의 법에 의해 새로운 부서인 국가보험부(Ministry of Nationa1 

Insurance)가 설립되었다. 처음 사회보험부(Ministry of Socia1 Insurance)로 

이름지어 졌으나， 위원회 단계에서 국가보험(Nationa1 Insurance)이 선호되었 

다(0.웰5 & Barendt, 1978: 572). 이것은 전쟁전의 국가보험제의 계솜성의 확보 

와 ‘사회보험’이라는 용어가 톡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 

다. (Bruce, 1966: 315). 국가보험부(Ministη of National Insurance)는 1946 

년의 국가보험법에 의해 가족수당행정과 산업재해행정율 떠맡게 되었다 3) 그 

러나 실업혜택은 노동부(Ministη of Labour)의 λ￥무실에서 지불되었는데， 

1970.년 이후는 고용부(않맹rtment of Emp1oyement)에서 지불되었다. 보험기륙 

의 보존， 행정의 관리， 장기혜택과 가축수당의 지불을 위해 New 없st1e에 중 

앙사무실이 설치되었다. 비버리지의 제안에 따라 국가보험부는 지역 지방사무 

소를운영하였다. 

이 당시에는 새로운 국가보험부와 예전의 보험부률 통합하려는 비버리지의 

제안에 관한 더이상의 판심은 없었다. 이러한 것은 조직의 심한 반발과 합께 

전쟁연금은 일반연금과 분리되어야 하고 특판으로 취급받아야 한다는 대중적 

언 감정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0.년대 초에는 전쟁보험수혜자가 

감소하고 따라서 1953년 처칠수상은 두 부처를 합치려는 정부의 계획율 발표 

했다(0.뿔s & Barendt, 1978:573). 이러한 조치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해 후반에 결행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쟁연금자의 지위는 통합의 결과 많이 

향상되었다. 그들은 80.-90.개의 지역연금사무소 대선에 900개의 국가보험부 

(Ministry of National Insurance)의 지 역사무소률 이용할 수 있었다. 

그후 12년간은 새부처에 관한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근본적인 개혁은 1966 

년에 있었는데， 비버리지의 소망인 통합된 사회보장부(Ministry of Socia1 

3) 190.8년의 법에 의한 비각출연금은 국가부조위원회 (Nationa1 Assistance 
Board)에 의해 관리되었고， 여성의 보상은 내무부(Home Office)의 일반적 통 

제의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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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가 만들어 졌다. 이 해의 사회보장법 (Ministry of Socia1 Security 

Act)은 보험행정과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를 합쳤고 국가부조위원회 (Nationa1 

Assistance Board)를 철혜했다. 당시 연금과 연금 및 국가보험장관(Minister 

。f Pension 뻐d Nationa1 Insurance)이먼 Miss Herbison은 결정의 네가지 주 

요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는 한부처에 의한 연금수급핀과 책임이 합쳐지는 것 

이 바람직 하다， 둘째 통합은 각출혜택이 부가하여 보충급여의 자결요구를 더 

욱 쉽게한다. 세째，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결합이 가능하다. 네 

째， 이러한 개혁으로 비각출혜택은 열둥하고 이들의 요구가 닥인(Stigma)과 

연결되는 의심을 제거할수 있다. 통합된 부내에서 분리된 기구 축 보충급여위 

원회 (Su때1ementary Benefit Commission)는 2낸조λ써 의한 혜택에 관한 정 

책을 떠맡았다(맹lS & Barendt, 1978: 573-574 ). 

이러한 개혁에 대한 보수당 반대파의 주요 비판은 이러한 조치는 북지혜택 

과 사회서비스 조직을 한테 묶는데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사회보 

장부는 보건부(Ministry of Hea1 th)와 결합되어야 하고 내무부의 아통과 

(Children ’ s 뼈artment)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2년후 노동당정부는 

이것을 받아툴였다. 보건부와 사회보장부는 폐지되고 보건사회부(뼈artment 

。f Health and Social Security)로 대치되었다. 보건사회부장관(Minister)의 

기능은 사회서비스대신(Secretary of State for Social Services)으로 전이되 

었다. 그의 직위는 부(마ISS)의 책임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사회서비스률의 

총활하였다. 

2) 보건사회부(마fSS)의 조직과 구조 

@중앙부처4’ 

각료(않binet Minister)인 사회서비스장관(Secretary of State for 

Social Services)은 사회보장장관(Minist앙 for Social Securi ty)5)과 정무차 

관(P，없‘1i뼈ntary Under-Se앙'etary)에 의해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는 

다. 공무원조직의 최고는 모든 사회보장문제에 책임을 지는 사무차관 

(Per빼nent Secret때)01다. 그 아래 두개의 국(co빼nd)이 있으며 각 국은 

사무차관보(뺑lty Secretary)의 책임흩써， 한 부서는 각출급여정책을 맡고 

4) 여기서의 중앙부처는 사회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αE엎l 보건관련 부문 
은제외된 것이다. 

5) 1976년 이후 역시 각료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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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는 모든 사회보장혜택의 행정과 지역과 지방사무소의 전반적인 통제 

를 맡는다. 런던과의 연계를 위하여 제2차관보하에 톡럽부서로서 지역국이 

1972년에 설치되었다. 본부의 사회보장업무는 혜택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구 

체화와 연결되어 있다. 

@ 지역사무소(Regiona1 Office) 

잉글랜드에 1o.7ij, 스묘툴란드에 1개， 웨일즈에 1개의 지역사무소가 있다. 

모든 지역사무소들은 1966년 개혁이래 통합되어， 각출과 자산조사급여 양자의 

행정에 관여한다. 지역관리자(Regional Oontroller)로 알려진 이러한 사무소 

의 책임자는 런먼본부의 지역이사회 (Regio떠1 Directorate)률 책임진다. 

@ 지방사무소(Local Office) 

1966년 개혁의 북표는 가능한 많은 부서률 합쳐서 대상자는 모든 혜택을 

같은 장소에서 밭을 수 있도록 하는 걱이었다. 1976년에는 560.개의 지방사무 

소가 있었는데， 이중 360개는 통합되었다. 지방사무소의 책임자는 소장 

(뻐떠ger)이고， 션임행정관(Senior Ex，없ltive Office)이 부책임째다. 그 아 

래 각출에 의한 급여， 보충급여， 각출과 남용 둥을 다루는 부서들이 있다. 

@New않stl엠 중앙사무소 

런먼의 정책본부(po1icy headquarter)에 덧붙여， 두개의 중앙사무소가 있 

다. 첫째인 Newcast1e Upon ’I'yne은 1946년에 설립되었는데， 혜택기록이 여기 

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혜택기록율 위한 요구는 여기서 판장한다. 또 

한 여기서 퇴직연금이나 과부연금과 같은 장기적 혜택율 위한 카드도 이곳에 

서 발급하고 갱신한다.00‘mty Durham의 Washir핑ton에 세워진 새 사무소는 양 

육비제도(Chi1d Benefit Scheme)의 행정을 담당한다. 

@ Blackpool의 중앙사무소 

Blackpool의 중앙사무소는 전쟁연금， 간호수당(attendance al1owance) , 이 

동수탕(Mobi li ty allowi없ce)과 FI뼈 요구률 탑당한다(DHSS Annual R한lOrt， 

1975, Cmnd 6565). Norcross의 사무소는 1920.년대 이래 전쟁연금의 중심사무 

소로 책임을 맡아 왔다. FIS는 B1ackpoo1의 Pou1ton-애1de에서 관리되는데， 

약 10.0.명의 직원이 우편요구률 취급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북지서비스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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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행정구조 

잉글랜드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왕립조사위원회 (Roya1 Commission on 

Loca1 Government)의 보고서 (Cmnd 4040, 1969)에 따라 1974년에 지방자치단체 

의 구조를 재편했다 6)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부의 규모도 달라졌다. 

개펀된 구조를 보면 주와 수도권지역을 구분해서 각각 2단계의 주，지구별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된다. 1단계 조직으로 총39개의 주의회가 교육，경찰，소 

방，도서관，사회북지셔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2단계 조직으로 2967n의 지방의 

회7)가 있어서 공중위생， 환경， 주택， 도로정비률 맡아본다. 

수도권에서는 수도핀의 주의회가 교통， 기획， 도로건설울 맡고 지구의회가 

교육， 주택， 사회복지서비스를 맡아보는데， 수도권지역의 지구의회는 주의 의 

회보다 광범위한 업무를 다루게 되어 있다. 런던은 이와 별도로 33개의 구로 

나누어져 사회북지서비스업무를 담당한다. 

잉글랜드에서는 39개의 주의회， 36개의 수도권지역지구의회， 련먼의 33개 

의 구에 설치된 사회서비스부률 롱하여 사회북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따라서 3종류의 지방정부형태를 가지고 있는 셈이며， 8) 사회북지서비스 제공은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부(Socia1 Services 않떼뼈nt)의 책임아 

6) 지방자치단체를 재편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률 확 

보하는 것이 규모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 하다는 주장과 다른 한펀으로는 지 

방행정은 주민과 밀착된 곳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바람 

직하다는 주쟁1 대립된 결과 행정조직은 2충구조의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지 

게 되었다. 이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CoW1ty, CoW1ty Borou양1， Non 
CoW1ty Borough, Urban District, Rura1 District 및 Parish퉁 6종류로 정비 
되었다. 

7) 실리島는 道， District 및 Parish의 판한과 의무를 모두 검하고 있다. 
8) 시봄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지방정부 관할에서 분리시키려는 안도 
검토되었으나 별로 관심을 블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왜 사회북 

지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되어야 하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 첫째， 시봄위원회의 임무가 지방정부의 책임범위 안에서 사회복지서비 

스의 재조칙을 검토해 보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가족의 욕구률 보다 효과적 

으로 만혹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북지서비스률 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며， 둘 

째， 어떤 경우에도 각 지역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 

적인 시민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재 지방정부의 관할을 벗어나서는 시민 

의 참여가 힘들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Seebohm C빼ittee， 196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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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이루어지도록 되었다. 

2} 사회서비스부(Social Services I빼rtment)의 조직구조 

사회서비스부는 교육부 다옴으로 큰 부이다. 본청에서의 업무는 계획수립， 

정책의 입안， 서비스의 전체적 초정， 자원의 관리가 중심이고， 시민에 대해서 

직접 서비스률 제공하는 것은 주로 6개의 지방사무소가 담당한다. 

Q) 본청조직 

본청의 업무중 주요한 것은 각 사회북지사무소 업무에 대한 조정， 지원서 

비스이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획과와 총무과 그러고 서비스과 및 인종문 

제， 어린이의 권리률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 사회북지사무소(Divisional Offices) 

사회복지사무소 가운데 5개는 지리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나머지 1개는 

기능척으로 타사무소와 다른 성격율 가지고 있다. 전자는 각 담당지역율 다시 

몇 개로 나누어셔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한 서비스 내용은 사회북지사업과 시 

설서비스이다. 전자는 병원내에 기초를 둔 사무소이다. 정신병환자에 대한 사 

회북지사업과 요양중인자 만으로 운영하는 호스텔의 판리가 주요 업무이다. 

기획의 입안이나 서비스 내용의 개발은 중앙정부의 업무인 국민보건서비스의 

협력하에 업무률 수행하고 있다. 

@지방사무소운영텀 

본청으로부터 독립성이 캉하고 서비스 운영은 대부분 위임되어 있다. 사무 

소의 운영방침은 소장 외에 3명의 주임(주암동록관은 제외}， 5명의 주임보화， 

1명의 행정관으로 조직되는 지방사무소운영팀(Divisional 뻐떠gement T，않m)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역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운영팀의 구성원 가운데 그 

분야에 정통한 자를 의장으로 하는 실무팀율 초직한다. 이 실무팀은 몇 명의 

일반직원과 간부직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적인 내부기관으로 그 문제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연구성과는 운영탑에게 보고된다. 

3} 사회서비스부의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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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의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이 

실시되면서 사회서비스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톡립된 부서로 설치되었다. 사 

회서비스의 행정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장(Director) 

부장은 사회서비스부의 책임자다. 시붐보고서에는 부장이 반드시 사회사업 

울 전공하고 행정과 경영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장 

은 사회서비스부의 업무률 총괄하고 주의회의 의원， 사회서비스위원회의 위 

원， 관련부서의 책임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고위관리(Senior 뼈떠ge빼lt) 

보롱 부장아래 차장이 있고， 그 아래에는 두가지 유형의 조직이 있다. 하 

나는 3-4명의 차장이 있는 기능적 유형인데， 차장운 부의 다양한 업무를 맡아 

보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일선 사회북지서비스 시설과 1일보호를 통툴어 지역 

별로 나누어진 기관에셔 다 맡아보도록 하는 유형인데 지리적 구역을 

‘Division’이라 하여 부장이 서비스의 제공과 예산배분에 영향력율 행사한다. 

@ 륙수전문직 (Special Advisory Posts) 

차장과 주요 일선부셔간에 자문관， 혹은 상담관이란 륙수전문직이 있다. 

그률의 주요 역활은 여러 업무수행의 수준율 감시하고 때로 새로운 서비스전 

달처1계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 직책은 구역텀 안에 소속시켜 그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전문직의 기술과 지식율 갖출 사람률을 고용함으로써 서비스 

의 질을 향상시키는 얼율 담당한다. 

@구역사무소 

시봅위원회는 서비스의 분산을 위뼈 서비스의 전달을 탐당하는 구역사무 

소에 큰 비중을 두고， 인구 5만-10만명의 시에 10-12명의 사회사업가로 구성 

되는 구역팀을 조직하도록 권장했다. 구역사무소는 사회사업가가 제공하는 일 

선에서의 사회서비스와 직업치료사를 이용한 특수직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 

다. 

@ 탐(T<않m) 

구역사무소에는 1-5개의 구역팀이나 사회사업가로 구성된 하부조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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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팀의 규모， 구성， 명칭， 업무방식은 아주 다양하지만 보통 팀;끓 포함해 

서 7-10명의 사회사업가 및 직업치료사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며 때로 지역 

의 사회사업가가 포함되기도 한다. 

]L 社홉福짧行政 機홈8E:分의 體훌훌 

1.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 

1)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입법판을 중심으로) 

@ 조혜와 국회입법과의 관계 

영국의 지방조례(Byelaws)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적 규범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지위에 있다. 이것은 지방행정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개별법율의 

위임에 의한 시행조례이건， 독립조례규정권에 의한 질서 조례 이건 그 범위가 

넓다. 

일반적으로 근대국가는 전국적，통얼적인 법질서에 의한 권력국가로 되어 

있으나， 영국은 국회주권(Sovereignty of P，없‘li없Ient)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의하여 톡륙한 국가제도를 만률어 왔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조례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조례제정권의 법운상의 근거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 

의회는 조례제정의 일반적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례 그 자 

체가 준법율이라는 눔은 위치에 있지는 않다. 그려나 행정제도가 근대화하고 

북잡해짐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방법을 제정하게 되고 거기에 위임입법과 지 

방조례라는 두가지 방법으로 입법권의 부담을 보완하고 있다(구병초， 

1986: 76-77). 

@條빼의 짧可 

영국의 지방조혜는 그 제정절차의 하나로서 중앙소관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의 모국이라는 영국에서 지방조례가 중앙정부의 인가를 받。싸 

한다는 점이 다소 의외이나 이 점은 바로 지방자치핀의 충요한 기능이 충앙정 

부의 제약하에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모텔조례를 만틀어셔 지방 

자치단체에 제시하고 그것을 준거로 하라고 하고 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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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울 가지고 있는 단체(corporation)이며， 

따라서 법이 부여한 판한과 의무를 가진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위시해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이같은 법인격의 이론에 따라 

월권의 원리 (doctrine of u1tra vires)률 충심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모든 종 

류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에 상급지방자치단체와 하급기 

초자치단체 사이의 관계가 지휘.명령의 관계가 아니고 기능배분의 관계가 된 

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팡범위하나 의회입법이 부여한 권한하에 행하여 진 

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가운데는 제도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의무적인 권한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판한이 있다. 영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사무가 명확히 구분되 

어 있는데， 그 배분은 통일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율 규모 둥에 따라서 양자간 

에 분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사무률 지방자치단체에 위엄하는 것 동은 

원칙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골격은 물론 그 판한에 관한 것도 기본적인 툴은 1972년의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및 1980년의 지방정부 계획 및 토지(μca1 

Government, P1없IDing and 벼nd Act) 및 1985년 지방자치법(Loca1 GoveπlIIIent 

Act 1985)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위생， 교육， 계획둥 륙정분야의 권한율 규 

정하고 있는 일반법에 의하여 괜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자혜의 권한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관한 법안(Loca1 Bills)의 국회상 

정과 통과률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또 그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매년도 1파운드당 2펜 

스의 세율 범위내에서 법률의 수권이 없는 사무에도 지출할 수 있는 재량판을 

가지고 있다. 그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국회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율 행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국가는 일반법이나 특정지역에 판련한 법령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율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을 실시한다. 그러 

므로 중앙부처는 법령제정 과정에 관여하거나， 법령의 성립후에는 행정적 수 

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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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탐당하는 부처는 주로 잉글랜드에서는 환경청이다. 그러나 

교육부(De따‘.tm뾰.en따t 0야f E댐du따lCa하tioαon 없d Scie앙nc‘κce리)， 보건부(않p뻐a없r‘t쉰tll뾰I 

f H뼈e잃alth비)，’ 사회보장부(뼈a앞r‘，t뼈뾰뼈n따t 0여f soc다ia려1 S앓ecα따ur‘ityψy피)，’ 교롱부(뻐않따‘.t뼈뼈빼n따t 0야 

T맘r와뻐15웹:por야해t야)，’ 내무부(뻐&뿜빼rtment of Home Affairs) 동의 타부처도 각각 교육， 

사회복지， 교통경찰 및 소방 동의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를 가지고 있 

다.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은 결국 국회에셔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입법이나 

자치단체가 추진하여 만든 지방입법으로 자치단체l에게 부여한 기능이므로 국 

회는 그 입법권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기능율 통제한다. 중앙정부의 부처는 자 

치단체의 업무처리방식에 대하여， 국회입법 및 국회입법에 의한 명령율 마련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입법이 제정된 후에 행정적 수뺀1 의하여， 영향율 미 

철수있다. 

자치단체를 주환하는 부처는 Engl뼈에서는 환경청이며， Wales에서는 웨일 

즈성 (Wal잃 Office)이다. 다만 다른 부처도 자치단체의 업무에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으로 교육에 대한 교육과학성， 개인에 대한 사회사 

업에 대한 보건사회보장생， 운수에 대한 운수생， 경찰 및 소방에 대한 내무성 

을틀수있다. 

중앙정부는， 한펀으로 권유(advice)에 의하여， 그러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륙별보조금의 지급이나 특정입법에 따른 프로그램의 승인， 자본 재투자에 대 

한 통제와 같은 재정적 장치에 의하여 프로그램에 영향력율 행사할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기능배분 

군과 면(또는 구)간의 업무분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축 넓은 지역에 걸 

쳐 계획을 필요로하는 업무는 대도시지역 자치단체 및 기타 지역의 군 

(County)에 부여한다. 주요한 계획업무， 운송계획， 도로(highway) ， 교통통제， 

경찰， 소방업무， 소비자보호， 츠레기처리 둥이 그 예이다. 

반드시 밟은 지역에 걸칠 필요는 없지만 업무량이 많아셔 많은 전문인력율 

경제적으로 고용해야 하거나 많은 륙수장비와 시설율 경제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대도시지역에서는 구(District)에， 여타지역에서는 군 

(County)에 부여하고 있다. 교육， 도서관 및 사회봉사업무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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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지방적인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인 구 또는 면(District)의 소판 

으로 되어 있으며， 환경보건， 주택， 대부분의 지방계획， 대부분의 개발통제， 

쓰레기수거， 공동묘지 및 화장장 관리가 그 예이다. 

지방적으로 처리해도 좋고 좀더 넓은 지역에 걸쳐 처리해도 좋은 업무는 

기초 및 상급자치단체 양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할 수 있다. 박물관， 미술관， 

오락시설 둥이 그 예이다. 좀더 지방적인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그러고 좀더 

넓은 지역에 걸친 업무는 대도시 및 군 퉁 광역지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다. 

1980년의 지방정부의 계획 및 토지법(Local Government, Pl없lOir훌 and 

Land Act)은 계획과 개발통제의 업무률 District에 더 많이 주고 있으며 계획 

사항에 있어셔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County와 

District의 각각의 역활율 분명하게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Parish 

없d Communi ty Counci1)는 District의 업무가운데 오락시설 및 공동묘지와 

같은 지극히 지역적인 업무를 District 의회와 함께 처리하는 판한을 가지고 

있다. 

<D 지방업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획업무는 Cωnty.와 District간에 나뒤어져 었다. 

County가 탐당하는 것은 전반적인 측면의 계획인데， 이에는 전반적인 구조에 

관한 계획， 국지적인 계획작성을 규율하는 개발계획안， 일정한 형태의 개발계 

획제안율포함한다. 

District는 대부분의 국지적인 계획을 다루며 계획허가신청 및 기타 개발 

통제사항을결정한다. 

교통， 수송 및 도로업무는 대도시지역이건 기타지역이건 County의회의 업 

무이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는 교통생장판이 담당한다. 그러나 도시의 렬 중 

요한 도로의 유지와 일정한 주착장의 설치에 District의회가 참여하는 수가 

있다. 각 대도시자치단체(Metropolitan County)의 지원혜 승객수송관(a 

멍ssenger transport eX!없ltive)이 대도시 버스업무를 수행한다. 대도시 이외 

지역의 큰도시에서는 District의회가 또한 버스 업무를 탐당한다. 

교육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교， 장애자률 위한 륙수학교， 그리고 

대학을 제외한 고동교육을 담당하는바， 대도시지역에서는 구(District)의회 

가， 그러고 그 이외 지역에서는 군의회가 탐당하며， 공공도서관도 운영한다. 

사회봉사업무도 대도시에서는 구(District)의회가， 그외 지역에서는 군 

(Counci1)의회의 소관사항이다. 사회복사업무에는 탁아소， 사회클럽， 식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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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무， 직업훈련소， 작업장 및 숙박소， 노인 및 불구자률 위한 가정방문봉 

사， 5세 이하 어린이률 위한 탁아시설 업무률 포함한다. 그러고 정상적인 가 

정이 없는 아이나 문제아 보호업무도 담당한다.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District(구 및 면)의회가 주택업무률 담당하 

며， 빈민주택철거， 신주택건설 및 관리， 낡은 가욱의 개량사업， 주택임대차 

및 지방세 감액(Rebate)제도에 의한 주거보조사업 동을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 

다. 소비자보호도 County~회의 소관업무인데， 그것은 대규모 상공업체률 다 

룰 수 있고 넓은 지역에 걸쳐 통일적인 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재정적 기타 

능력울 가진 자치단체， 즉 County가 담당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업무 

보건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보건담당기관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 

다. 영국에는 191개의 지방보건소(District Health Authority)이 있어서 자기 

담당지역의 전체보건업무의 계획 및 운영관리률 판장하고 있다. England에서 

는 인구규모가 크므로 각 지방마다 보건의료사무소가 설치되고 지역별계획과 

자원배분， 중요한 건물정비， 그러고 각 지방에 대한 양질의 전문의료셔비스의 

제공 책임도 지고 있다. 이률 보건의료사무소는 잉글랜드에서는 보건부장관 

(앓cretary of State for Health)이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학교의료， 사회북지， 환경위생분야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 

체와 밀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툴 보건당국은 England에서는 사회사업담당장관(Wales에서는 Wales탐당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법률상으로 학교보 

건업무， 개인에게 하는 사회사업업무， 환정보건업무 동에 관하여 지방자치단 

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 

기초자치단체 및 상급자치단체는 각각 독자의 기능을 가진， 상호톡립된 단 

체이다. 다만， 여러 자치단체의 업무는 서로 관련될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수의 자치단체는 관계된 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일을 처리할 필요가 생기 

게 된다. 이같은 원리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업무처리를 위한 합동조치를 취할 

권한울 가지고 있다. 그러하여 합동위원회률 셜치하기도 하고， 상호칸 물자와 

셔버스를 공급하기도 하고. 자기 직원을 다른 자치단체에 파견 근무하게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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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치단체는 자기 대신(교육， 개인에 대한 사회사업， 경찰， 국립공원 둥 

업무률 제외한) 자기 업무의 처리를 다른 자치단체에게 위임하는 위임관계 

(Agency 암r하핍;ement)를 맺을 수 있는 권한올 가지고 있다. 이같은 위임관계 

는 ~하급 또는 동급의 자치단체 사이에 맺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담당함 

으로써 지방의회와 대립되는 의미에셔의 수장이나 집행기란은 없다는 것이 우 

리나라와 크게 다른 륙정이다. 다시말해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나누어 

의회 및 사무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단체는 내부조직과 업무처리의 수단과 방법에 관한 상당한 자유재량판 

율 가지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통용되고 있는 관행에 의하면 주요정책 

및 원칙의 문제는 지방의회가 결정하고 다양한 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적 판리 

도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탐당한다는 것이 꽤헌으로 되어 있다. 

1) 위원회 

광역자치단체조직의 정점에 있는 것은 위원회이라고 하는 합의제의 조직이 

다. 영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위원회은 한국의 지방의회와 탈리 의사결 

정의 최고기관일 뿐만 아니라 집행기능도 주어져 었다. 개개의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기관(Local 뻐.cation Authority). 도로가관 

(Hi화lway Authori ty) 풍으로셔의 지위가 부여되는 경우는 카운설의 결정이 곧 

지방교육기관.도로기관 동의 결정이 된다. 교육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경찰 

위원회는 법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 밖의 것은 임의로 셜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종류로는 정책 및 자원， 교육， 경제개발 고용문제， 환경， 사회보 

장， 총무， 사회서비스， 도서관， 문화 예술위원회 둥이 있다. 

위원회제도는， 모든 종류의 자치단체가 다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셔 자치단 

체업무처리의 효율적인 장치가 되고 있으며， 위원으로 하여금 자치단체의 운 

영에 대하여 완벽한 역활을 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의회는， 재 

정위원회률 제외한 다른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경험을 쌓은 인사， 경우에 따라 

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를 영입할 판한이 었으며， 보통 그렇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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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과 경영 

지방자치단체의 전형적 행정조직윤 정책 및 자원원위원회(Policy and 

Resources Committee)의 위원 및 주요국장(Main Chief Officer)올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관리탐(뻐n뽕.ement T，없m)이다. 직원의 관리자인 사무총장(Chief 

Executive)은 각국에 대한 책임은 없고 종합조정책임만을 진다. 

1988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초사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화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했다. 이 제안에서는 (1)각 위원회， 각소위원 

회률 의회의 각정당 구성비율과 동일하게 구생하고. (2)임명위원이 정책결정 

에 관여하는 권한율 삭제하고 (3) 관리자인 행정관의 타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원 겸직율 금지합과 동시에 공적인 정치활동율 금지할 것 동을 내용으로 하 

고 있다(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1993:43). 

@총괄기구 

사무조직은 위원회조직의 직접적 감톡하에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비교하여 이점이 최대의 하이점이다. 죽 우리나라처럼 집행기란의 장 

의 지휘률 받는 것이 아니고 합의체인 위원회와 구체적으로는 각위원회의 지 

휘률 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각위원회의 국단위가 어느정도 톡립된 

권한율 갖는 소위 종적행정이 되기 쉬운 것이다. 

@각국의 조직과기능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조직은 총무국.재무국.관재국.교육국.교통국.소방본 

부.사회북지국.도서관.문화예술국.경찰청 동의 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국 

은 각각 위원회에 대웅하여 설치되어 있다. 사무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기관은 

없고 각위원회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 

lV. 社會福社서비스의 寶顧

잉글랜드지역의 사회북지서비스는 보사부장관의 지휘아래 그 일차적 책임 

울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있다. 여기에는 대상집단을 아동과 가촉， 신체장애 

자， 심신장애자， 노인으로 구분하여 그률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내용울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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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과 가족울 위한 셔비스 

1) 1일 보호 

주부가 병중이거나 또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아동을 탁아소에서 보 

호해 주거나. 2-핸l의 아이률에게는 취학전 놀이집단을 조직해 주고. 5세 이 

하의 아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툴보아주는 보모서비스를 마련해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놀이집단율 조직하는 일은 륙히 민간봉사단체나 학부모들이 활발히 참여하 

고 있는데 보모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법규정에 따라 그 둥룩과 감톡을 담 

당하여 보모의 교육까지도 그 책임영역에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예방을위한서비스 

아이들이 제도적인 시설에 수용되거나 법청에 셔게 되는 요인률을 줄여 나 

감으로써 아동의 북지률 근본척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여러가 

지 예방적 서비스를 실시토록 되어 있다. 특히 가정문제나 가정파괴의 원인을 

찾아내어 아동문제 발생율 예방하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고 민 

찬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요시하고 있다. 

3) 아동학대의 문제 

아동학대는 영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그 예방에 초점 

율 두고 있다. 보사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단체가 공동으로 지역별위 

원회를 조직하여 아동학대 사례의 처리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도록 권하고 있 

다. 

4) 아동의 시설수용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울 시셜에 수용하 

도룩 하고 있는데. 17세 이하의 아동중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융의 경우이다. 첫째 보호자가 없거나 설종되어 유기된 상태， 둘째 부모나 

보호자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양육에 필요 

한 숙소를 마련하고 생활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상태일 때， 세째 위의 두가지 

경우에셔 아동의 북지를 위해 란계기관의 개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태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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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관계서비스 

위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즉 양육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나 후건인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14-17세의 아동이 재판에 회부 

되는 경우 둥이다. 또 범죄를 저지른 10-17세 아동이 재판에 회부되기 직전 

에 있는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 

6) 시셜 수용 아동올 위한 서비스 

얼단 아동이 보호아래 놓이게 되면， 숙소와 생활의 유지는 그들율 보찰펴 

주는 양육부모(Foster 맹rents)집에서 기거히는 기숙제(Boardi명 Out)와 기폰 

의 고아원， 소년원 등 여러 시설율 통합한 기숙사(C빼띠lity H(뾰s)에서 기거 

하게 하는 것으로 양분된다. 전자는 정상적인 가정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한다 

는 점에셔 아동북지의 바람직한 형태로 환영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양육 

부모의 션발， 사회사업가의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동에 관계되는 지침율 

만들어 내고 있다. 후자는 아동 청소년법(’Ihe Chi ldren 없dYour핑 Persons 

Act)에 따라 통합된 시설을 마련하그I자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혜는 지역율 기 

준으로 시설율 마련하고 민간봉사단체와 협력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운 

영， 장비유지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7) 입양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부는 입양을 주선할 수 있고 그 보호 아래에 있 

지 않은 아동에게도 입양의 길율 열어줄 수 있다. 또 1975년의 아동법에는 입 

양서비스의 척정성율 보장할 의무도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후견인이 

나 입양의 여러 절차를 탐당활 자격이 있는 사람틀로 위원회를 조직한다. 지 

방자치단체는 입양된 아동들울 위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체장애자률 위한 서비스 

신체장애자를 위한 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자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시셜에 수용뼈 보호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1) 지역사회에 기반율 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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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사회사업가률은 구역팀(area t않m)이나 병원사회 

사업팀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데， 장애자와 그 가촉을 위한 상담과 자문， 서비 

스에 대한 정보전달， 서비스의 명가와 계획이 그 주요 업무이다. 따라서 의 

료.주택.교육과 연결된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종배자의 욕구를 채워줄 

수있도룩하고있다. 

@ 가사보초셔비스(Home Helps) 

이것은 신체장애자률의 욕구에 맞추어서 가사를 도와주고 생활의 불펀함율 

렬어주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 

률 요구하는 장애자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우선권을 정 

해서 적절한 자원배분율 하며 어변 지역에서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한다. 

@ 이동급식 서비스(뻐als on Wheels) 

가정에셔 매끼마다 식사를 마련하기 힘든 사람들율 위해서 점심을 제공하 

는 것인데， 적십자사(Bri tish Red Cross)와 왕립여성자원봉사단체(WOII없’ s 

Royal Voluntary seπices)에서 핵심적인 역활을 담당하고 있다. 

@ 재활담당관 서비스(Rehabilitation Advisors) 

사회서비스뿜W서 직업치료사률 고용해서 신혜~빼자의 집율 방문토록 하 

여 장애자의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적웅과정을 명가한다. 

@ 주간센타 서비스(Day Centres)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뱀1서는 시설율 확보해서 신체장애자률이 오락，물러 

요법，교육 퉁 여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때로는 시설율 이용해서 

사교클럽 (social club)을 마련해서 사회성을 제고시키기도 하고， 특별작업장 

이나 가벼운 일거리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g 수송서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신체장애자틀에게는 사교클럽이나 일터， 주간젠 

터에 갈때 필요한 교통수단율 제공해 주기도 하며， 대중교통율 이용활 수 있 

는 장애자틀에게는 무료 또는 할인가쩍에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자가 

운전의 경우는 오렌지색 배지 표시를 하도록 해서 주차에 펀의률 봐주도록 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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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서비스 

많은 민간봉사단체와 사회서비스부가 협력하여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휴 

가를 내어 여행할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시설에서의 서비스 

지방자치단체는 1948년의 국가부조법에 따라 신체장애자， 노인， 그밖에 보 

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합한 숙소를 마련하는 시설수용의 책임이 

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설립하거나 민간단체와 협력하거나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단체에게 위탁하게 되는데， 대부분 소규모의 집이 

나 호텔을 짓거나 큰 집을 고쳐서 사용한다. 최근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 

는 경우 하숙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율 마련하여 이용한 결과 그 펑가가 좋아. 

주택부와 협력하여 보호숙사(와le1tered Acc。血때ation)를 개발하였다. 

시설에 대한 생활비 지불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가격율 정해놓고 수용자률 

이 재산정도에 맞추어 그 한도 안에서 지불하며， 만약 수용자가 최소한의 비 

용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보사부의 구역사무소률 통해서 사회부조급여률 신 

청하도록하고있다. 

3. 정신장애자를 위한 서비스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자 보호률 위한 서비스률 담당하며， 사회서비스부 

는 1977년의 국민보건법에 따라 시설수용， 사회사업가임용， 북지관운영 둥율 

맡도록 되어 있다. 신체장애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내에서 정신장애 

자와 그 가축율 도와주기 위해 사회사업가의 전문적인 자문.상담서비스가 이 

루어 지고 있으며 오락 및 재활프로그햄.특별작업장 둥이 마련되는 주간첸터 

가 있다. 한편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자들은 장기보호를 위 

한 시설에 수용하고 있다. 

4. 노인을위한서벼스 

노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1968년의 의료서비스와 공중보건법 

(Hea1th Se.πi∞s and Public H않lth Act)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쩨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이나 다른 거처에서의 식사제공， 둘째 노인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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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세째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 

비스률 받을 때의 교롱수단 지원， 네째 기숙할 거처의 확보률 위한 도움제공， 

다섯째 사회사업가의 방문이나 상담서비스제공， 여섯째 가정에서 안전하고 펀 

리하게 살 수 있도록 각종의 실질적인 도옴 제공 둥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는 가사보조서비스.이동급식서비스를 롱하여 장애자의 가정에서의 적웅율 도 

와 주며 이웃과 사회사업가의 방문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율 심어준다. 시설수용의 경우에도 점차 기숙제 프로그램이 확 

산되는 추세여서 지역사회의 사회북지서비스 기능율 높이는 취지에서 장려되 

고있다. 

V. 轉團에서의 시사점 

첫째，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중앙정부의 지출이 지방정부에 비 

해 녀무 많다는 것이다. 축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지출이 전체지출의 약 114 

에 지나지 않는다. 륙히 1980년대에 영국의 재정지출은 중앙정부로 집중화 되 

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렸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영국에서는 행정분야마다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것과 지방정부가 분 

담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전액부탐 

하는 것과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작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톡립한 지방정부 핀한에 속 

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국방， 대외관계， 산업경쩨， 소특보장， 보건 의료 

(NHS) , 고동교육 퉁이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 사회서비스， 주택， 환 

경셔비스， 초 중 고동교육 동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되어 었다. 

셋째， 영국의 사회복지관련 단쩨에 근무하는 직원은 많은 전운성을 확보하 

고있다는것이다. 

넷째， 서비스총R서도 사회북지서비스처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전략적 

으로 중요한 것은 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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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짧의 함협짧빼젠랬 짧뿜햄샤1) 

원 석 조 (원팡대학교 교수) 

1. 社슐屬밟의 樞念

톡얼은 세계 최초로 근대적인 사회정책인 사회보험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국가답게 매우 다양하고도 선진적인 각종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았으며， 

톡일이 북지국가라는데 이의률 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톡얼에서 북지국 

가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정책이라는 용어가 더 선호되고 있다. 그 이유는 버스 

마르크 시대부터 사회정책이란 용어률 사용해 오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이후 

전통척으로 독일 사회정책의 핵심은 ‘사회보험과 노동법’이었고， 교육， 보건， 

주택은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다 2) 

그리고 오늘날에는 북지국가 대신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사회척 시장경제란 국가가 자유시장경제의 동기유발구조를 방 

해하지 않으면서 생산자원율 배분하는 최선의 메카니륨인 시장을 보완(=.소묵 

분배에서의 시장의 실꽤를 보충)하는 역할율 하는 것율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불 때 신자유주의적 정치철학과 가톨릭의 사회윤리에 그 뿌리률 두고 있는 이 

러한 제한된 국가개업의 관념은 나치의 판료적 국가통제와 공산주의에 대한 

하나의 반동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1950년대 후반 r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밍ld， SPD)조화도 비록 내키지 않았지만 

선거에서의 국민척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수용하였먼 

것이다. 그러나 사회척 시장경제의 제한된 국가개입의 관념하에서도 국가의 

청제사회정책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케인즈주의 

률 채택하여 국가톡점자본주의척 복지국가 정책울 시행하면서 국가의 시민사 

1) 이 글의 북척은 톡일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을 고찰하는 데 있다. 그런데 
톱일 통일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 통일 이후의 상황율 체계척으로 분석한다는 
껏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통일 이전의 셔톡의 사회북 
지행정 기능배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는 정부기구에도 반영되어 사회정책의 중심 부처인 r노동사회부J(the 
Ministry of 벼bour and Social Affairs)의 업무가 사회보장 제도와 노동법에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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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대한 개업은 더욱 확장되었다. 이로써 독일의 사회복지는 다른 서유럽의 

북지국가와 다률 바가 없게 되었먼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률어 모든 

서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묵얼도 북지국가의 후퇴 또는 위기 국변에 접어틀 

어 현재에 이르고있다. 

크게 볼 때 독얼의 사회정책은 다움과 같은 네가지 륙정을 갖고 있다. (1) 

프로그램의 분열 : 사회적 프로그램률은 조정되지 않은 채 지역별， 칙종별，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판장되고 있다. (2) 현금급여에 중점 : 교육율 제외한 

대부분의 급여는 소특유지를 위한 현금급여이다. 의료척 상품과 서비스의 대 

부분이 사적 공급자(의약산업， 민간 의사 동)에 의해 제공되고 있고， 주택부 

문에서도 급여의 핵심은 저소둑 가족율 위한 주택수당이다. (3) 사회보험에 

의폰 : 국민 개개인은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사회보혐의 피보험자로써만 소특 

유지급여률 제공받율 수 있다. (4) 노동법의 중요성 : 노동조건을 규쩨하는 

노동법이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3) 

표. 政府間 關홉의 置史的 훌훌훌 

독일에서 근대적인 의미에서 충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판계는 1870\1 비스 
마르크에 의해 톡일이 통일된 이후 부터 비로소 출발한다. 그 이전까지는 프 

로이센을 중심으로 여러 연방률이 톡립된 국가률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 

늘날과 같은 연방정부 측， 중앙정부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정부간 관계를 거시적으로 보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중앙정부의 판한이 강화되는 과정임율 알 수 있다. 그러고 사회북지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회북지정책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반면 지방정부의 사회북 

지는 정체되거나 약간의 점진적 발전이 있었율 뿐이었다.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와 중앙정부의 사회북지정책의 확대 추세는 프로이젠 

이 독일 연방들을 흡수 통일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독알 제국이 전통적 

인 연방의 자치권을 대폭 허용하긴 했으나 톡립된 주판율 가진 연방에서 제국 

의 한 주로 펀입된 이상 연방과 같은 자치권율 향유할 수는 없었먼 것이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대로 독얼율 영토적으로 통일한 비스마르크는 국민적 

통일율 위해 또는 계급투쟁율 잠재우기 위해 당시로서는 가장 진보적인 사회 

정책인 사회보혐의 도입을 주도하였다 4) 

3) J. Alber, ’Germ하ly ’ in P. Flora ed. , Growth to Limits, vo1. 2, 
Berlin : Walter de Gπlyter， 1986,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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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라는 l:Itol마르 헌법이 공포되어 형식적으로 

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었혐1도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 

의 판한이 강화되었다. 그 이유는 1차세계대전 후의 부흥행정과 확대된 복지 

행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방과 주의 핀한울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었 

다. 이에 따라 연방의 중앙집판화가 캉화되고 게마인데의 자치판은 약화되었 

다. 특히 1920년의 에르츠베르거(담양rger) 재정개혁은 전통적인 지방자치률 

크게 변화시컸는데， 연방의 재정확대률 위해 재정권율 연방정부에 부여하고 

주와 게마인데률 연방의 세원배정에 의존하게 만툴었다. 재원분배에 있어 게 

마인데보다는 주정부， 주정부보다는 연방정부의 우선권율 인정한 중앙집권식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1920년(1926년까지 폰숙)의 r연방보수동결법」을 제 

정하여 모든 지방공무원이 연방의 획일적인 규제률 받게 함으로써 지방정부 

의 자율적인 지방공무원 인사정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주택분야 

동의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위임사무률 확대시킴으로써(이는 중앙정부가 게마 

인데에 비용율 지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업무률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개입 

주의가 강화되었으며， 따라서 게마인데는 법률상으로는 주의 일부이면서도 실 

제적으로는 연방의 집행기관으로 점차 전락하게 되었다. 여하른 바이마르 공 

화국 시대의 지방재원의 축소，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법규제의 세밀화， 위엄사 

무의 확대 동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더옥이 1930년 이후에 

는 대공황에 의한 재정위기를 계기로 강제예산제도가 실시되었고， 프로이첸에 

서는 r내무부」가 임명한 국가위원이 뼈개 이상의 게마인데의 사무률 관장하 

게 되면서 지방자치는 파멸에 빠지게 되었다 5) 

그러고 뼈마르 공화국은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형펀이었혐l도 불구하 

고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북지를 상당히 확대하였다. 제국의 몰락 이후 사회척 

대혼란의 수습책으로서 사회개혁이 불가피하였고， 특히 척렬한 계급투쟁율 해 

결하기 위해 노자갈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업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1923년 국가에게 직권중재의 판한을 부여했고， 1926년 노동법정율 도입한 것 

퉁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1920년 r연방학교법」에 의해 보편적인 4년제 초둥학 

교 제도가 만률어졌고， 1922년과 1923년에는 임대료를 규제하고 세입자 보호 

를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며， 1920년에는 전쟁피해자급여률 도입하였다. 

또한 1923년에는 전후의 긴급실업구호 제도를 정규적인 사회부조에 통합시켰 

4) 여기에 관해서는 원석조， “비스마르크 사회정책의 본질" 한국북지연구회 
편 r사회과학과 사회북지학: 한국의 사회복지 2J , 한울， 1993 참초. 
5) 장지호 r서톡지방자치론J. 대왕사. 1987,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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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22년에는 청소년의 기본판율 보장한 r청소년북지법」이 제정되었으며， 

1924년에는 구 빈민법율 완전히 대체한 근대적인 공적부조 제도가 확립되었 

다 6) 

1933년부터 시작된 나치체제는 국가사회주의 사상을 지방자치에도 적용시 

킴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크게 위축시켰다. 그 결과 1808년 슈타인 

(Freiherrvom Stein) 사제개혁(市制改華)7)에 의해 도입되었먼 게마인데의 자 

기 책임성 원칙은 폐기되었다. 1934년 r톡일국가건설법」이 쩨정됨으로써 각 

주의 주권이 중앙정부로 이관되어 연방제는 사실상 붕피되고 단일국가화하였 

으며， 각 주는 국가적 자율성을 상실하고 지방행정기관으로 전락하였다. 다 

만， 주에서 국가로 이관된 권한을 국가가 스스로 행사하지 않는 한， 주가 국 

가의 위임에 의해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종래 주의 주판하에 있었 

먼 사무는 계숙 주가 처리하였다. 1935년에는 「톡일게마인데법」이 제정되었 

다. 이 법은 독일 최초로 베를린율 제외한 독일의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통일 

법이었으며， 각 주간의 께마인데 조직의 차이와 도시와 농촌간의 차멸을 철폐 

하였고， 게마인데를 실질적으로 나치당의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나치체제 

는 지방자치를 무력화시켰다 8) 

파시즘체제는 사회복지에도 적용되어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1934 

년 사회보혐의 고용주， 피용자 자치 운영체계률 혜지시키고 나치정부가 그 대 

표자를 임용한 것이 전형적이다. 그러고 노동운동과 노동시장에 대해 엄격한 

관료적 통제률 가하는 한핀， 그 대신 각종 사회보혐의 대상은 꾸준히 확대시 

켰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제와 융합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출범부터 

나치정권은 가촉정책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1933년 여성취업율 줄인다는 명 

분 빼 새로이 결흔한 부부률 위한 대출제도가 도입되었다. 1934년 조세개혁 

과 급여와 기여률 확대한 사회보험 개혁에서 대가혹의 부담율 크게 줄여 주 

었다. 1년후에는 특별 급여가 신설되어 4인 이상의 자녀률 가진 가촉에게 지 

6) Alber, op. cit. , pp.8-10. 
7) 톡일의 근대적 지방자치는 여기서 시작하였다. 슈타인은 나폴레옹 전쟁에 
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약화된 프로이젠을 부홍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동 
시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는 국민이 신민으로서 관료의 명령에 충실히 북종하 
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국가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강한 국가 
가 될 수 있으며， 도시는 국가의 기초로서 자유인인 도시민의 공공의식율 바 
탕으로 자치가 실현된다면 국가는 스스로 번영할 것이라고 보았다. 장지호， 
앞의 책， PP. 50-54.) 
8) 같은 책，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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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되었다. 1936년 이 제도는 5언 이상의 자녀률 가진 가축율 위한 정규척인 

아동수당으로 바뀌었다. 이 수당은 ’독일 국민에 대한 정당한 서비스 

’ (faithful service to the Ge뼈n people)로 간주되 었고 사회통제를 위한 

유사한 메카니륨이 청소년북지 분야에서도 입법화되고 또 적용되었다. 1938년 

의 법은 아동고용의 조건을 규제함에 있어 휴일의 최저기간은 히툴러유겐트 

(the Hitlerjugend)의 회원여부에 따라 정해지도록 만률었다. 

사회부초 제도의 재초직 역시 나치당에 대한 충생섬율 함양하기 위해 이용 

되었다. 자치적인 사회부조 조직은 해산되었고， 사회부조 제도는 1933년 설립 

된 나치조직 (the NatiαJalsozialistische VolkswohH빼art， NSV)의 지도감톱 

아래 중앙집중화되었다. 행정지침에 따라 사회부조의 기능은 개인의 북지 보 

다는 집단의 북지를 진작시키고 나치사상울 교육하는 데 두어졌다 9) 

한펀， 톡일의 꽤전 후 미국， 영국， 프랑스 동 연합국의 점령지역에 따라 

지방자치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회북되었다. 그 이유는 점령국의 지방자치 

에 대한 서로 다른 전통 때문이었다. 프랑스와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양성을 

지난 나치 이전 톡일의 지방자치률 기본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것 

의 재쟁에 찬성하였으나， 영국은 바이마르 지방자치쩨 역시 관료제 주도형외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보아 영국식 지방자치의 모형 즉， 시집행부에 대한 롱쩨 

및 시의회의 정책결정 권한의 독점 동을 독일에 이식시키고자 하였다. 그러고 

행정의 통일성율 증시한 프랑스는 군수의 임명제와 집권적 경찰제도를 존속시 

컸고， 반면에 미국과 영국은 민주적인 공선제를 도입하고 경찰행정을 분판화 

시켰다lID 

그러고 종전 후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라 하여 국가의 경제에의 개업에 제 

한율 두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여기서 사회척이라 합은 시장경제 내에서의 독 

점기업의 횡포 풍 경제적 왜곡현상을 완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국 

가개업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었다. 그 이유는 두번에 걸친 전쟁에 대한 책임감 

과 나치즘척 전체주의에 대한 강한 거부감 때문이었다lD 

그러나 국가개업율 완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다소 축소한 것은 일시척 

이었을 뿐이며 1966년 대연정으로 수상이 된 키싱어 (K. Kiesinger)가 케인즈 

주의률 도입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더욱 확대되었다. 즉， 정부가 경제에 직 

접 개입하여 경쩨력 펀중의 시정， 부의 재분배， 시장경제의 활성화 풍 경제척 

9) Alber, op. cit. , pp.l0-ll. 
lO) 장지호， 앞의 책， pp.69-71. 
11) Alber, op. cit. , p.13. 

-200-



민주화를 지향하였고，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부와 홉사한 사회정책율 도칩하 

였다. 1969년 사무직원과 같이 노동자도 질병에 걸렬 경우 일정한 임금(상윤 

분)을 받을 수 있게 한 r임금연계지불법 J ， 직창에서 노동력의 질적 수준옳 향 

상하도룩 한 r노동후원법 J ， 더욱 강화된 r교육후원법 J ， 1971년 의료보험의 개 

혁， 1972년 슬라이드체의 도입과 연금수준올 인상한 연금개혁 퉁이 그것이 

다J2) 그 본질척인 원인은 이미 톱일이 나치시대부터 국가와 자본의 융합에 의 

해 경제률 통제하지 않고서는 공횡이나 계급투쟁과 같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율 해결할 수 없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단계에 와 있었다는 데 있다. 

:m:. 行政 훌훌廳配分의 -뿔 훌則과 함會屬밟行政 훌훌홉휠配分의 現엎 

1. 행정구조 

독일의 행정구조는 3개 수준 또는 5개 수준으로 나누어 진다. 3개 수준이 

란 국가/주/지방율 의미하는데， 국가 수준은 연방정부로서 우리나라의 중앙정 

부에 해당되고， 주 수준은 우리나라의 도에 대웅되는 주정부와 륙별시나 직할 

시에 대웅되는 도시주를 말하며， 지방 수준은 우리나라의 군에 대웅되는 군정 

부， 시에 대웅되는 톡립시， 그러고 지방자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나라의 

면에 대웅되는 게마인데를 의미한다 131 

이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으며， 이률 보다 셰분화하여 5개 수준 

으로 나눌 경우， 연방정부/주정부/주정부관구(the a빼inistrative districts) 

/군과 독립시(Kreis and Kreis-free independent cities)/게마인데(Gemeinde， 

lDlU1icipali ties, co빼ne)로 충화된다.때 

12} 김영화， “톡일의 사회북지 신섭중 외 r비교사회북지론J ， 유풍출판사， 
1990, pp.332-잃3. 

13) D. Grunow, ’ Customer-Oriented Service Deliveη in Ger뼈n μcal 

Administration, ’ in R. Batley and G. Stoker ed. , Local Goveπ1JDel1t in 
Europe: Trenc설 and Develop!뾰nt， N. Y.: St. 뻐rtin’ s Press, 1991 , p.73. 
14) A. B. Gunlicks, Local Government in the Gerr뼈.n Federal System, Durham 

Duke Univ. Press, 1986,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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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 3개 수준의 행정체계 

한국과의 비교 

국가수준 연방 중앙정부 

주수준 주 도 

도시주* 특별시， 직할시 

지방수준 군 군 

톡립시 시 

게마인데 면 

*서베를런，함부르그，브래멘 

주정부관구란 대규모 농촌주에서 팡역권을 단위로 행정구역을 책정한 것으 

로 우리나라의 대도시 구와 홉사하다.뻐 이렇게 볼 때 사회북지행정의 기능배 

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 포는 정부간 관계란 거시적으로는 연방정부 

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그러고 세부척으로는 연방정부/주정부/군/게마인데간의 

관계라는 사실율 알 수 있다. 

2. 청부간 기능배분의 원척과 지방정부의 사무이원론 

사회북지행정도 정부 행정의 한 부분인 이상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간의 

행정 기능배분의 원칙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행정 기농 

배분의 원칙율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 기농배분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률 위해 먼저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간의 관계와 기 

능배분의 원칙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톡일의 중앙정부는 연방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를 포함하며，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쩨외한 하급정부를 말한다. 지 

방정부는 연방과 주와 더불어 연방공화국 행정의 제옆1 기둥이라고 한다. 지 

방자치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상의 법인격체이고 이률에게 연방기본법이 

자치행정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톡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지방 

15) 장지호， 앞의 책.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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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 연방법률과 주법률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다. 축， 행정사무의 대부 

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는 톡일의 행정구조가 하위 

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많은 행정사무를 분배한다는 분권화 완칙 

에 지배되고 있음율 의미한다.뻐 

그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는 연방이 입법권을， 주가 행정권을 각각 

우선적으로 갖는 독륙한 형태률 갖고 있다. 이는 제국통일율 주도한 프로이센 

과 다른 주간의 타협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리하여 주의 행정능력을 존중하 

고 이용했기 대문에 제국은 그의 일선기관을 통해 집행해야할 직접행정을 극 

히 한정할 수밖에 없었고 제국의 많은 법률이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집 

행되었다. 이같은 정신은 1949년의 연방기본법에도 계승되어 입법판은 연방 

에 집중시켰고 행정권은 원칙적으로 주에 귀속시켰다17l 

게마인데와 군간의 사무분배의 원칙도 매우 톡륙하다. 그것은 대략 다섯가 

지로 요약되는데 다음과 같다. (1) 공공사무는 가능한 한 지방에 밀착되어 있 

는 게마인데가 맡는다. (2) 공공사무가 게마인데에 의해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한， 그러고 공공사무가 인접한 게마인데률의 공동처리에 의해셔도 농 

률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군이 담당한다. 초게마인데사무， 보완사 

무， 조정사무가 이에 속한다. (3) 인접 게마인데틀 간의 공통척 이해관계률 

갖는 사무에 대해서는 륙별한 기구를 설치하여 수행한다. (4) 군은 얼반적으 

로 게마인데의 사무률 자기의 사무로 홉수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 

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어야만 하며 특별한 절차를 밟。싸 한다. (5) 군은 군의 

주민율 균일하게 보호하기 위해 군이 담당해야할 사무률 맡는다.뼈 

여기서 보듯이 공공행정의 우션권은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에 부여되어 

있다. 이는 주요한 행정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나머지 잡다한 업무를 하급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게마인데의 중요성은 이른바 게마인데의 ’전판한성의 원칙’에 집약되어 나 

타난다. 전권한성은 게마인데가 담당해야 할 사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율 말한다. 다시 말해서 께마인데가 그 관할구역 내에서 공동체가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무를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 

에 따라 게마인데는 새로운 사무를 개발하여 신설할 수 있는 ’사무창셜판’을 

보유하고 있다. 게마인데는 주민전체의 복지에 공헌하고 주민의 정신적， 물 

16) 같은 책， pp.30-31. 
17) 같은 책， p.21. 
18) 같은 책， pp.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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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발전을 축진하며， 국가가 그 수행을 법률에 의해 분명히 유보하지 않았 

거나 다른 단체에 배당되지 않은 모든 사무를 창설할 수 있다.뻐 

한펀， 지방정부가 연방과 주 법률율 집행하는 사푸는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로 대별된다. 이률 사무이원론이라고 한다. 자치사무는 또 의무척 자치사무와 

임의척 자치사무로 나핀다.때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방과 주법률의 집행 I 위임사무 (국가로부터 전문감톡) 
L- 자치사무 I 의무척 사무 

L- 임의적 사무 

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수행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활동영 

역이 아닌 국가의 영역에 속하는 국가적 사무이며， 국가로부터 전문감독을 받 

는다. 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결정이 아니라 국가의 지시에 따라 

집행되고， 그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시장， 시이사회， 시관리자 동) 

에 의해 지방의회의 통쩌1률 받지 않고 행해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지시 

를 준수해야만 하고 이러한 지시에 항의하여 행정재판소에 항고소총율 제기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도 인정되지 않는다2ll 

위임사무의 영역은 공공의 질셔， 안전에 관한 행정이 중심이다 2'D 예률 들 

면， 국적 및 이민， 결혼， 식료품검사， 상품가격 통제， 건축갑톡， 자연보호， 

풍치보호， 도로교통행정， 화재예방， 재해구호， 민방위 동의 질서행정사무와 

전쟁피해보상(원호사업)， 보건 동 급여행정사무가 있다2ll 

자치사무는 국가=내무부로부터 법률감톡을 받는다. 법률감독에셔는 지방자 

치행정의 합목적성은 통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무의 집행은 지방의회의 

19) 같은 책， pp.32-33. 
2이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사무이원론의 기원은 19세기 국가와 시민사회， 국 
가와 지방단체간의 이원적 대럽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셰기의 지방자치이론 
은 지방자치판을 국가 이전의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판한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고 이에 따라 국가의 후견적 감혐l서 해방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한 사무영역이 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무영역 이외에 국가고유 
의 사무률 일부 위임받아 집행해 왔다. 군사， 보안 동 권력적 행정은 국가의 
사무영역으로 인정되었고， 경제， 사회 동의 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영역 
으로 칸주되었다. 같은 책， p.178. 
21) 같은 책， pp.176-177. 
22) 같은 책， p.200. 
23) 같은 책， p.204. Gunlicks, Op. cit. , p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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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에 구속되며 지방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때 

임의적 자치사무는 법적으로 우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에 숙한 

다. 게마인데의 ’전권한생 원칙’에서 유래된 지방공동체의 사무이다. 이 사 

무는 자치행정 원칙에 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생율 갖는다. 지방자 

치단체는 이 사무에 관해서는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토대로 어땐 사무률 맡고 

또 집행힐 것인가를 결정한다. 예를 률면， 도서관， 박물관， 극장， 양로원， 소 

년홈， 병원， 운동장， 수영장， 쓰레기처리장， 하수도， 전기사업， 가쓰:사업， 교 

통사업 둥이 있다25l 

의무척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집행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무집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시률 받지 않고 자율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점에서 이를 비지시 의무척 사무라고 하 

기도 한다. 예로서는 공적부조， 소학교의 건설과 유지， 청소년보호， 교량 및 

도로의 건설， 교통안전， 공동묘지， 소방， 토지이용계획， 도시발전계획 퉁이 

있다.뼈 

3.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의 현황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의 원칙은 앞서 살펴본 사무이원론에 준한다. 다시 

말해서 연방정부의 수준에서 시행해야 할 사회북지행정이 있고. 지방정부의 

경우 사무이원론에 따라 원호사업과 보건행정은 위임사무로서， 양로원 동 사 

회복지 시설행정은 임의적 자치사무로서， 공적부조는 의무적 자치사무로서 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사회북지행 

정의 현황과 사회복지 제도별로 사회보험， 사회부조 및 기타 사회북지행정의 

정부칸 기능배분의 현황에 대해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중앙정부 

먼저 연방정부의 사회복지관련 부처와 관장 사회복지 업무률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독일에서는 사회북지를 사회보험과 노동법에 한정시키는 경향이 

었다는 점율 언급했는데， 이에 따라 당연한 것이겠지만 톡일 사회북지의 핵심 

24) 장지호， 앞의 책， p.175. 
25) 같은 책， p.173. 
26) 같은 책， pp.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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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는 r노동사회부J(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이 
다2'11 

여기서는 고용정책， 설업보험， 연금， 의료보험， 산채보험， 원호사업， 산업 

안전과 산채예방사업， 사회통계， 국제 사회정책 동의 업무률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r청소년가족보건부J(Federal Ministry for Youth, Family Affairs and 

Health)도 매우 중요한 사회북지 정책부서인데， 청소년정책(청소년에 대한 지 

원， 보호， 부조， 연방청소년계획， 청소년의 국제교류 둥)， 가족정책(아동급 

여， 노인부조，가촉휴일， 해외거주 톡일인에 대한 사회부조， 국제교류 동)， 사 

회사업， 이민， 보건정책(공중보건， 의료북지서비스， 보건교육， 성교육 동)， 

의료전문직， 병원재정， 약사법， 약품 및 식품 규제， 전염병 통져t 위해 약물 

통제 동의 많은 사회북지 관련 업무률 책임지고 있다. 그밖에 r교육과학부」 

(F，뼈'ral Ministry of 뻐.teation 뼈 Science)에서 청소년교육 지원， 칙업훈 

련 둥을， 건셜부(F，려eral Ministη for Town and Country Pl없ni명， 

Building and Ur뼈n Devel야:ment)에서 도시 및 농촌 계획， 도시재개발， 주택 

부조， 공공주택건설， 주택수당 동의 사회북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뼈 

다음으로， 주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 업무률 책암지고 있다. 륙， 

노동규제， 작업안전， 공중보건， 보건의료， 장애인복지， 특수병원 지원， 노인 

북지， 청소년북지， 공공주택 건설 지원， 사회사업가의 훈련과 선발 둥이 그것 

이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재정분탐 사업으로 병원재정， 공공주택 건셜， 도시 

재개발， 교육훈련 지원， 주택수당 동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때 

2) 지방정부 

군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게마인데의 행정역량을 념어서는 사업을 주로 추 

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치사무로서 직업교육시설， 사회교육 시설， 도서 

관， 청소년시셜， 재활시셜， 군병원， 노인북지시셜의 운영 동의 사무와， 법적 

의무사무로서 사회부조， 청소년북지， 재정분담， 주택수당， 교육훈련， 원호사 

업， 장애인북지 동의 사업율 책임지고 있다.빼 

21) r노동사회부」의 예산은 연방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비중율 차지하고 있으 
며， 사회부푼의 총 지출은 1983년 5， 889억 마르크로서 연방예산의 23. 2%에 달 
하였다. 김영화， 앞의 책， p.341. 
28) F. Flamm, The S∞ial System 없d Welfare Work in the Federal Republic 
。f Ger빼ny， 2nd English ed. , Merkur-Druckerei G!피bH， 1983, pp.70-71. 
29) Ibid. , p. 72. 
30) Ibid. ,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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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히 사회부조， 청소년보호， 쓰레기처리 동의 사무는 군에 의무화되어 있 

는데， 군은 이 사무의 일부를 게마인데에 위임할 수도 있다 3D 군에 위치하는 

사회북지 당국은 군 청소년사무소(Kreis youth office) , 군 교육훈련사무소 

(office for promotion of 어따ation 없d training) , 군 주택수당 및 북지유 

지 사무소(offices for housing allow.뻐ces and 뼈nte떠nce) ， 전쟁피해자 북 

지기관(weU양'e agencies for war victims) 둥과 앞서 말한 군 소재 각종 사 

회보험사무소(insurance office)가 있다:ø 

게마인데는 스포츠， 청소년보호， 양로， 보건 및 병원 동의 시셜율 마련하 

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III 게마인데의 사회북지 업무는 자치사무로서 초중동 

교육시설， 직업교육시설， 챙소년 및 생인 사회교육 시설， 도서관， 미술관， 극 

장， 스포츠시설， 지방 병원， 사회북지센터， 탁아소，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시 

설， 유스호스텔 동의 건립 동의 제반 업무와， 하급 행정당국으로서 부여된 법 

적 의무사무인 사회부조， 청소년북지， 재정분탐， 주택수당， 교육훈련 동의 업 

무를담당하고 있다.찌 

3) 사회보험 

여러 사회복지정책틀 충 연방정부가 탐당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사회보 

험이다. 톡일에서 사회보험은 연방법률에 따라 연방의 캄톡을 받는 공법상의 

기관 또는 시설에 의해 집행된다. 연방의 감톡을 받는 공법상의 기관이란 연 

방칙속의 공법상의 단체률 말한다. 사회보험 행정은 외교， 국방， 연방재정， 

연방철도， 연방우펀 퉁 연방고유행정과는 약깐 다른 ‘간접연방행정’이다 r노 

동사회부」의 감묵을 받는 사회보험기관이 행정주체이다!i) 

사회보햄 프로그램별 운영주체는 다음과 같다. 연금의 운영주체는 입금노 

동자(wage earners) 프로그램의 운영율 담당하는 187ß의 주 보험청과 2개의 

륙수보험청과， 사무직원 어떠하ied employees) 프로그햄의 운영율 담당하는 

연방사무직보험청 (Federal Salaried Employees ’ Insurance Institute)이 있으 

며， 질병금고가 보험료 징수 업무률 대행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연방보험청 

(Federal Insurance Institute)이 감묵하고， 주보험청 (State insurance 

31) 장지호， 앞의 책， p.204. 
32) Fla血， op. ci t. , p. 55. 
33) 장지호， 앞의 책， p.201. 
34) Fla血， op. cit. , pp.49-51. 
35) 장지호， 앞의 책，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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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s)이 각 주를 판장한다. 일션 집행기관은 각 지역 또는 기업， 직종 

별 질병금고(sickness funds)이다. 질병금고는 선출된 피용자와 피보험자의 

대표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된다. 1983년 현재 질병금고의 수는 1 ， 262개에 

달하고 있다. 산채보험은 연방보험청이 직접 감독하고， 주는 주의 재해보험 

금고(state-based accident insurance funds)가 감북한다. 일선 집행기관은 

산업 및 농업재해보험금고들(in뼈trial and agricultural acci뼈lt 

insurance f삐ds)로서 션출된 고용주와 피용자의 대표가 통제하는 자치적인 

기구이다. 35개의 산업벌 노동조합， 19개의 농업조합， 13개의 지역 재해조합， 

6개의 지방자치정부， 6개의 소방재해금고 퉁이 있다. 설업보험은 연방노동공 

단(F，빼ral 1떠titute for Labour)과 지역사무소가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누 

햄베르그의 본부， 9개의 주노동청， 146개의 지방노동청으로 구생되어 있다. 

공단과 사무소는 노사정 3자대표와 위원회에 의해 통제된다. 질병금고가 보험 

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다.빼 

4) 사회부조 

군정부의 핵심 사회북지 사무는 의무척 자치사무인 사회부초이다. 사회부 

조는 전통적인 자치사무로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휴해 있다. 

비스마르크 시대이후 사회정책에셔 사회보혐의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회 

부조는 사회정책의 미아가 되었으나， 2차대전 후 1950년대 후반부터 경제발전 

이 이루어지고 사회보장 제도가 완비되면서 사회부조는 사회보험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는 일부 소수 계충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하 

였다. 실제 톡일의 사회보험은 1970년대 말 모든 사회적 위험을 망라하고 국 

민 거의 모두률 대상으로 함으로써 국민보혐의 성격율 갖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부초는 금전척 급여에 의해 충축되지 못하는 계충을 상대로 한 비금전척， 

비물질적 서비스를 통해 사회의 주변집단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방향율 잡게 되었다. 이는 입법에 반영되어 이미 1962년 r연방사회부 

조법」을 개정하여 ’특별생활보호’를 급여의 하나로 추가하였다. 특별생활보호 

란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계는 유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수요를 발생시키는 

생활상황을 극북할 수 없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예를률면， 자활보 

호， 예방척 의료보호， 의료보호， 산모보호， 장애인 재활보호， 맹인보호， 생 

36) US 뼈t. of Health and 뻐뼈n Seπi∞s(US따fS)， Social Securi 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 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1d-1987, 
1987, p.95. 김영화， 앞의 책， pp.34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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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간호보호， 가계유지보호， 특별 요보호자 보호， 노인보호 퉁이 있으며， 대상 

자 선정에 있어 소묵상한이 있다:rn 

여기서 보듯이 독일의 사회부조는 우리나라의 공적부조인 생활보호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합한 것과 유사하다.뼈 현재 체류지 원칙에 따라 요보호상태 

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거주하는 곳의 사회부조 운 

영주혜가 집행자인 동시에 비용부담자이다. 재정은 대략 주정부가 20%,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8없를 부담하고 있다.빼 

사회부조의 기관으로서는 지방기관(1∞al agencies)과 상곱 지방기관 

(supral∞al agencies)이 있다. 지방기관은 군과 톡립주이다. 군과 톡럽주는 

r연방 공적부조법J(the Federal Public 뻐sistance Act)에 따라 사회부조를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률 수행하기 위하 

여 군과 독립시는 사회복지사무소(Kreis social welfare offices)를 설치하고 

있다. 사회북지사무소는 업무상 청소년사무소(the youth welfare office)와 
공중보건사무소(the public health office)와 협력하고 있다. 그러고 게마인 

데는 군과 독립주의 사회부초 업무에 협력해야만 한다. 게마인데는 자혜의 부 

조프로그램과 인력율 동원하여 요구호자의 긴급한 욕구률 일차적으로 해결하 

는데 조력해야만 한다.뼈 

사회부조의 업무가 지방기관의 역량을 초과하는 경우 예컨대， 과도한 예산 

이 소요되고 또 상급기관에서 재정척으로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r연방공적부조법」에 따라 상급 지방수준에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기관 

37) 전광석， 차흥봉 r톡얼과 한국의 공적부조제도 연구J ， 한립대 사회북지연 
구소 핀， 비교사회복지: 복지국가의 비교， 제2집， 을유문화사， 1993, pp. 
176-196. 
38) 1977년， 사회부조 대상자 수 2， 164 ， 000명， 이중 1 ， 362， 000명은 지숙적인 
생계보호의 대상.;;t}이고， 1 ， 098， 000명은 특수한 상황에서 부조를 받는 사람들 
이다. 후자률 세부적으로 보면， 390， 000명이 질병급여률. 1없， 000명이 장애부 
조률， 425， 000명이 간호부조를 받았다. 사회부초의 재정은 104억 마르크에 달 
했고， 이중 37억마르크가 생계급여에， 67억마르크가 륙수한 부조에 지출되었 
다. Flamm, op. ci t. , pp. 178-179. 그러고 1988년 현재， 톡일 전체 인구 약 
6， 600만명의 약 4%인 334만 9천명이 사회부조의 대상이었고， 예산은 총 270억 
마르크， 이증 약 60%인 160억마르크가 특별생활보호를 위해 지출되었다. 특히 
생활간호보호에 87억마르크， 장애인 재활보호에 54억마르크， 의료보호에 14억 
마르크가 지출되었다. 전팡석，차홍봉， 앞의 책， p.190. 
39) 전광석，차흉봉， 앞의 책， pp. 189, 196. 
40) Flamm, op. cit. ,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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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급지방기관인 지방 또는 주 북지협의회 (local or state land wel fare 

associations )나 지방협의회 (provincial association)이다. 또한 동 협의회는 

지방기관의 대표와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주 사회위원회， 

land social ∞'lDIDi tees )률 설치한다. 상급기관의 예로는 재활첸터， 철핵요양 

소(tuberculosis sanatoria) , 주 정신병원을 위한 기관 퉁이 있다.삐 

5) 기타의 사회북지행정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이외에도 청소년북지사업， 고용서비스， 원호사업， 장 

애인북지사업， 공중보건서비스 동의 중요한 사회북지행정이 있다. 이률 행정 

주체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톡일의 청소년북지정책은 널리 알려진 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방정부 

의 사회북지행정의 근칸율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정부는 주 

청소년북지사무소(the 벼nd Youth Welfare Offices)를 설치하여 지방의 청소 

년북지사무소를 지원하는데， 주 청소년계획과 주 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군과 

톡럽시는 각각 군청소년북지사무소(the Kreis youth offices)와 묵립시 청소 

년북지사무소(ur뼈n youth welfare offices)를 두어 자치사무로 청소년북지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 청소년리크리에이션센터， 경기장， 리크리에이션 

지역 동은 게마인데의 주요 사업이다 o 

고용서비스는 r연방노동청J(the Federal Institute of 뼈bour)이 고용촉 

진， 직업훈련， 실업보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그 구성은 누렘베르그의 

본부(a h때 office in 빠emberg) ， 주 고용사무소(the 벼nd employment 

offi∞s) ， 지방고용사무소(1∞al employ뾰nt offices)로 되어 있다 G 

원호사업의 기관으로서는， 원호연금 담당기관인 연금국( the pensions 

authori ties) , 주 연금국(the 벼nd 없lSions authorities) , 전쟁피해자 의료 

서비스국(the authorities for orthopaedic services to the war disabled)이 

있고， 연금국은 자체적으로 요양병원， 치료클리닉，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고 지방북지사무소(군과 톡립시의)에서 원호북지셔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째 장애인북지기관은 ::g.애인북지사무소(main welfare offices for the 

뻐ndicap]:뼈)가 있다. 여기서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 기능를 탐당하고 

41) Ibid. , p.177. 
42) Ibid. , p.I56. 
43) Ibid. , p.l0l. 
44) Ibid. , p.I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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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주정부 수준에서 사회부초의 상급기관과 연계되어 있다.뻐 

공중보건사무소(the public health offices)는 주， 군， 톡립시의 공중보건 

책임당국이다. 책임자인 장은 공무원인 의사이고， 그밖에 사회사업가， 보건상 

탐원， 의료기술직 둥 비의료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뼈 

주택수당은 군과 독립시의 위임사무인데， 주택수당지구사무소(the district 

offices for housi명 allow:와lces)에서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정의 반썩 부탑한다.때 

한편， 독일의 공공북지와 민간복지간의 관계는 민간복지기관에 우션권율 

부여하는 것에 그 특정이 있다. 독일은 법적으로 국가의 공적 사회복지제도가 

민간의 사회북지활동을 위축시커서는 안된다는 것을 큐정하고 있다. 죽， 연방 

사회부조법에 의하면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확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다. 예컨대 현금급여가 아닌 부조와 상탑은 민간기관이 우션권을 갖는다.빼 

N. 社會福홈d:fii호 樓題配分의 뽑性과 훌훌없에의 시사점 

톡일의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의 가장 핵심적인 륙성은 하급 지방정부인 

게마인데의 권한이 매우 크다는 것과 기함쁨이 하급에서 상급 지방정부 그 

리고 중앙정부로 상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게마인 

데의 ’전권한성의 원칙’과 ’사무창설판’에서 보듯이 게마인데는 상급 정부의 

간여없이 스스로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사회복지행정 업무도 물론 포함한다) 

률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자치권율 보유하고 있으며， 중요한 행정업무률 

~급 정부가 션접하고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이 뒤따르는 업무 또는 부차적이 

거나 번거로운 업무는 하급 정부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급 정부의 역량으로 

할 수 없는 업무만율 상급 정부가 떠맡는 식으로 행정 기농배분이 매우 민주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하급 정부의 강력한 자치성과 행정 기능배분의 민주성은 우리나라 

사회북지행정 기농배분의 원칙율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상적인 모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의 판한이 막강하고 권위주의척 

(5) Ibid.. p. 133. 
(6) Ibid.. p. 190. 
(7) Ibid.. p. 138. 
(8) 전광석，차홍봉， 앞의 책.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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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가 지배적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말 그대로 이상일 뿐이다. 앞으 

로 실질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어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율생이 강화되면 

가능할 지도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한펀， 톡일의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이 정부간 분업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묵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는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인 연방정부가 기획과 예산은 물론 

자체적인 지방조칙율 통해 집행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포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공적부조 축， 사회부조의 경우 우리나라는 기 

획과 예산율 중앙정부인 보건사회부가 책임지고 있으나 독일은 지방정부의 

의무척 자치사무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다. 우리로 치면 시군과 읍면동이 사 

회부조의 궁극적 책임기관으로서 해당 주민중에서 그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선 

정하고 급여률 제공하며 그 예산까지 자체 조달하고 있는 챔이다. 사실 사회 

보험과 동일하게 공적부조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적부조가 지방정부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으 

로 운용될 경우 지방정부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축， 빈민법 시절 여유있는 

교구와 가난한 교구별로 빈민과 부랑인에 대한 처우가 탈랐던 것과 같이 재정 

상태가 양호한 지방에 거주할 때는 공적부조의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그렇지 못한 지방으로 이주하자 그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는 곧 공적부조가 지방정부의 자율적 사업으로는 적철치 못하 

며， 중앙정부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율 의 

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전향적으로 지역별로 공적부조의 대상자 션정과 급여 

수준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발상율 전환하면， 톡일의 사회부초에서 많은 

시사점율 얻율 수 있다. 지역의 륙성율 고려하여， 농민이 많은 농촌지역은 빈 

농율， 노동자가 많은 공단지역은 얼하는 빈민을， 빈민이 많은 도시지역은 도 

시빈민을 공척부조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사회적 욕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급여 형태률 개발하고 또 그 지방재정 상황에 적합한 

급여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중앙집중적인 관료문화와 국민의식이 완강히 뿌리 내리고 있는 한 

국의 실정에서 쉽사리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장기척인 전망율 

가지고 우리나라의 공적부초 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만 

함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북지셔비스 역시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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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輔짧밟참랬 離짧았 

현 외 성 (경남대학교 교수) 

1. 함홉畵화行政의 훌念 

1. 사회북지의 개념과 의의 

일반적으로 일본에서의 사회북지 개념은 량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분류되고 있다. 팡의의 사회북지개념은 륙정 국가에 있어서 최져한의 명균척 

인 복지가 충축되지 않는 개인， 가축， 집단 둥에 대한 시책율 의미한다. 륙， 

노동， 교육， 의료， 생활환경 동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책을 종 

합척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 시책， 계획을 체계척으로 총활하는 것옳 말한 

다(相훌二郞 외， 1984: 1). 이에 대하여 협의의 사회북지 개념은 국가부조의 

척용율 받고 있는 자， 신체장해자， 아동， 기타 원호육성율 필요로 하는 자가 

자립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 갱생보도 기타 원호 

육생율 행하는 것율 말한다(相훌二郞 외， 19없:1). 

사회북지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사회사업의 개념은 

정상척인 일반생활의 수준에서 탈락， 이탈한 다양한 불륙정 개인 또는 가혹에 

대하여， 그 회북， 보전율 북적으로 하여， 국가， 지방공공단체， 혹은 개인이， 

사회보험， 공중위생， 교육 동의 사회북지 증진을 위한 일반시책을 제공하거나 

포는 이것을 보완 대체하여 개별척 집단적으로 보호 초장 혹은 처우를 행하는 

사회적인 조직적인 활동(相釋二郞 외， 1984: 1)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경향은， 학문적으로는 팡의의 개념율 션호하는 반면， 

실천적언 축면에서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정법상(社 

賣顆밟훌業훨)으로는 협의의 개념율 r社會福힘t훌業」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사회북지의 구체적 내용율 개별사업으로 파악하여 개괄적으로 정의하기 보다 

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사회북지사업법에서는 사회북지사업을 제1종 

과 제2종으로 나누어 구분 서술하고 있다. 제1종에 속하는 것은 수용시설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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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여하에 따라서는 대상자의 언격의 존염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것， 授훌 

이나 융자사업으로 정체적 착취의 우려가 있는 것 및 륙례로서 제1종으로 되 

는 공동모금 둥이 있다. 이것률운 인격폰중이나 경제적 보호의 관점에서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서 그 경영주체를 원칙척으로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사회북지법인에 한정시키고 있다. 제2휩1 숙하는 것은 경영주체에 제한 

없이 개인이라도 경영이 가능하지만， 민간보육· 소의 신설 둥과 같이， 행정지도 

에 의해 사회북지법인 이외에는 아동북지법에 의한 인가률 얻기가 사실상 불 

가능한 것도 있다(上田 千款， 서울 역， 1989 :177). 

일본 사회복지의 범위률 간략하게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大훌 

훌雄 외， 송정부외 공역， 1988:25:上田 千혈， 서울 역， 1989:28-56). 이중에 

서 공적부초충의 생활보호사업은 사회북지사업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표 1> 일본 사회북지의 범위 
「 사회보험 

.사회보장 카- 공적부조 
사회북지 (광의 ) 카 ~ 사회북지사업(협의 ) 

L- 아동수당 
」란련시책 

2. 사회북쩌행정 기능분담의 의미 

행정이란 국가의 통치행위중에서 입법， 사법을 쩨외한 모든 것을 총칭하는 

데， 즉 법에 기초하여 국가의 의사를 형성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목적율 지넌 

행위로서， 국가의 기관과 지방공공단체(都遭府縣， 市빼I村) 퉁이 법률， 政令

기타 법률에 따른 政務(相釋二郞 외， 1984:2) 둥율 일컬는다. 사회북지행정 

역시 위의 사회복지 개념에 따라 왕의의 사회북지행정과 협의의 사회북지행정 

개념이 있으나， 실천적인 흡면에서는 사회북지행정의 주무부서인 홈生省이 소 

관하고 있는 행정대상을 일반적으로 사회북지행정으로 포착하는 경향이 있다. 

훌生省이 감수한 r社賣騙雖6훨」에는 행정대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관계법 

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륙， 사회북지행정이란 이러한 사회북지관련법 

에 따른 행정행위률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본 사회북지행정의 내용은 아래의 

사회복지관련법에 따른 내용이 된다. 

-215-



(1) 사회북지일반: 사회북지사업법， 사회북지사업진흥법， 民生훌員法 퉁 

(2) 서비스급부 전체에 관련된 것: 생활보호법， 아동북지법， 母子 및 훌揮 

題후t法， 정신박약자북지법， 신체장해자북지법， 노인복지법， 매춘방지법， 재해 

구조법， 소비생활협동조합법， 公益質量法， 戰훌病者훌훌훌훌法 퉁 

사회북지행정의 기능분담이란 사회북지행정의 주체가 되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각각 어땐 내용의 사회북지행정율 나누어 실시하는가에 대한 것율 

말한다. 그러므로 사회북지행정 기농분담의 내용은 사회북지행정율 담고 있는 

위의 관련 법률과 사회북지행정의 주무부서인 후생생설치법， 그러고 지방자치 

법 둥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국가 혹운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찬 사회북지행정 기능분담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그 배경은 무엇이며， 현재의 기능분담 경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함홈福화行政 홉顧分擔의 動向

1. 사회북지행정의 환경변화: 한t賣屬힘il: at草의 戰要와 背最

전후 일본의 사회북지개혁은 시기적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그것은 

1970년대 후반(1979년)에 있었던 ‘ 日本型屬짧社會훌훌’으로 불리워지는 사회북 

지의 축소론적인 개혁과. 1980년대 초반에 있었먼 ‘第2홍臨時行짧調훌會’ 

(1981년 발축. 1983년 해산: 이후 第2廳關라 칭함)의 사회북지개혁에 따른 

‘活力있는 屬雖社賣짧’률 말한다. 최근 1990년대에 률어와서는 이러한 북지개 

혁율 근간으로 하여 보다 세부적인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것이 

이른바 지역북지중심 혹은 市뻐I村중심의 북지시대률 의미한다. 

1) 1973년초의 ‘홈홉함元年’ 

일본은 전후 정체력을 회북하고 정치 사회적인 변화를 맞이하여. 1970년대 

초에 와서는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그러 

하여 1973년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한 북지의 획기적인 초치와 이률 위한 

예산펀성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회북지 프로그햄은 아래와 같이 예거할 

수 있다(橫띠和훌. 198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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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호에서 생활부조기준의 인상 

。 노령북지연금의 43% 증가 

。 가축수당， 아동수당의 발축 

。 70세이상노인의 의료비 무료화(이률 위한 국고보초는 약110억엔) 

。 건강보험율 중심으로 한 의료보험의 개선 

。 후생연금보험을 중심으로 한 연금보험의 개선 

。 실업보협의 개정에 의한 고용보험의 발축 

。노인북지를확대하여 노인북지비 53.7% 증가. 

이러한 조치률 계획하께 된 배경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주로 경제척인 축면에서 본 배경인데， 그것운 @ 

1960년이후 일본 경제의 고도생장에 따른 세업의 중대，@ 국민북지 홉구의 

증대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북지수준(특히 연금)의 쩌하，@ 사회보험 척럽금 

의 증대로 인한 가입자에 대한 북지환원이 가능하게 된 점 등으로 지척된다. 

두번째는 정치적인 배경으로서，0) 혁신자치체의 중대와 주민운동의 확 

대，@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과 국민북지 요구의 증대，@ 정부와 자민당내에 

서도 복지개혁의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한 점 둥으로 요약된다. 

2) ‘ 日本型福祖社會蘭’

1973년에 획기적인 사회복지 조치를 계확하였지만， 같운 해에 불의의 오얼 

쇼크로 인하여 일본경제는 갑작스럽게 저성장국변에 빠져률게 된다. 그 결과 

1973년초에 논의되먼 북지원년 계획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문제가 심각한 문제 

로 떠오른다. 한펀으로는 이와 함께 일본 인구구조의 급숙한 고령화 현상， 인 

구， 산업구조의 지방분산 조짐， 국민의식이 양보다는 질적인 변화률 충시하게 

된 변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서구형복지국가를 비판하고 일본의 독자적 

인 것율 모잭하려는 움직임 퉁이 사회저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 

러한 사회경제적 상항변화에 따라 일본 사회북지는 새롭게 급전환을 나타내었 

다. 그것이 바로 ‘일본형북지사회론’을 배태시켰먼 요인으로 지척된다. 

일본형북지사회론은 한 마디로 사회북지의 축소론율 의미한다. 이는 1979 

년에 일본형북지사회론은 각의 결정된 r신경제사회7개년계획」에 의하여 쩡부 

의 공식적인 과쩨로 수용되었지만，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끊임없이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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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 이 계획은 일본형북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서술 

하였다. 

“서구 선진국율 따라 잡은 일본의 경제사회의 금후의 방향으로서는， 선진 

국에서 모범율 찾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새로운 국가사회률 배정으로 해 

서 개인의 자조노력과 가정이나 근린，지역사회 둥의 연대를 기초하면서， 효율 

적인 정부가 적정한 공적북지률 중점적으로 보장한다는 자유경제사회가 가진 

창조척 활력율 원동력으로 한 일본 묵자의 길을 션택 창출하는 이른바， 일본 

형이라고도 해야 할 새로운 복지사회의 실현을 지향H야 한다 ... (神鳳顧，

1986:129) 

일본형북지사회론의 기본시책 방향은 첫째， 높은 우선순위의 시책에 대해 

서는 그것율 확충하는 한편， 관련된 각시책간에 유기적인 연계률 도모하여 효 

율적인 사회보장체계를 만든다. 둘째， 사회적 공정의 확보라는 견지에서， 급 

부와 부탑의 양면에서 합리척인 이유없는 쩨도간의 불균형의 시정을 도모하는 

것. 세째， 합리척이고 적정한 급부와 부담의 관계를 명확히 히는 일에 힘써 

서， 국민의 합의률 형성해가는 것이다. 

3) .第2廳題’와 .活力있는 題밟社會훌훌’ 

일본형북지사회론은 1980년대에 률어오면서 사회변화에 맞추어 사회북지개 

혁의 새로운 전개를 맞이하게 된다. ‘제2임조’란 1981년 3월 짧本내각이 발혹 

시킨 ‘임시행정조사회’라는 기구률 지칭하는 것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 

개혁을 위한 권고률 하도록 하기 위한 총리산하의 기구이다. 이전에 1962년 

동일한 이름의 조사회가 설치된 바 있어 그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제2차임시 

행정조사회’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다. 

제2임조는 1981년 3월 16얼 발축하여 1983년 3월 15일에 해산되었지만. 5 

차의 탑신은 1980년대 이후의 경제사회정책에 큰 영향력율 끼쳤다. 그 기본이 

념은 r활력있는 복지사회」와 r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공헌」으로， 그 내용 

은 사회북지률 축소하면서 군사비 동은 확대하고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정부지 

출율 동결하는 것이었다. 

제2임조가 일본의 사회복지행정에 미친 영향은 @ 국가기능의 축소와 개 

인， 가축 및 기업 동의 책임과 역할 ;강화.@ 지방정부의 행재정 책임의 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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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결과는 구체적으로 @ 중앙정부의 지방보조금의 삭감，@ 조셰 

보다는 보험료， 수익자 부담에 의한 북지재정 충당 선호，@ 기관위임사무의 

단체l위임사무화 둥으로 요약된다. 

2. ‘쩨2암조’와 ‘활력있는 북지사회론’과 사회북지행정의 변화 

1) 개혁의 개관 

(1) 행정개혁의 기본북표 

제2암초를 통한 행정개혁의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第2廳團， 3 

1k答申， 1982), Q) 종래 민간의 자랍， 자조의 활력올 지니고 있먼 것에 대하 

여，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행정의 축소，@ 정부와 민간 사이 

의 鏡合， 충북이 과도한 것에 대한 민영화，@ 시장경제 활휩1의 개별적 훌b 

成， 지나친 개입에 따른 보조금 및 許題可의 혜지， 축소，@ 소륙분배상의 문 

제가 있는 제도， 정책의 是正，@ 수익과 부담의 발란스률 앓운 것에 대한 부 

탑의 適正化，@ 기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의률 상실해가는 것에 대한 再考

퉁이다. 

(2) 사회보장의 개혁 

일본의 사회보장은 제도적으로는 서구제국에 비하여 거의 손색이 없는 수 

준에 도달하여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 축 첫째， 연금과 의료 풍 

의 사회보험제도의 분럽과 제도간 내용의 불균형， 둘째， 남진남료 둥에 의한 

의료비의 비효율적인 이용으로 인한 의료비의 증대， 세째， 사회북지에 있어서 

시책의 체계화， 중점화， 공사의 제휴변에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 

다. 

금후는 고령화의 진전 동으로 수반되는 수요의 증대와 국제화의 진전에 대 

웅하여 사회보장제도가 계속하여 국가의 정책으로서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국민합의률 얻을 수 있는 부담수준을 고려하면서， 현행제도에 

있어서 불합리의 시청， 효율화， 체계화률 도모함과 동시에， 수익자부담과 자 

원봉사활동 둥 민간의 힘의 활용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금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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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둥 고령화 사회에의 대응방안 마련과 의료비 적정화와 의료보험제도의 

합리화 퉁이 포함되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담 

제2암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탑의 재고 혹은 개혁에 대해서는 

지역생， 효율성 및 총합성의 측면에서， 개개의 사무의 성격， 륙성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 지역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판계되는 행정 둥 주로 지역척 이 

해나 실정율 고려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 

로 해야 한다. 또한 그 성격상 국가의 사무로 되어 있는 것이라도 지역실정율 

고려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국가가 일정한 방침이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전국적인 통일생·공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기관위임 동을 롱하여 그 실 

시사무는 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하도록 한다. 

@ 효율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행정주 

체가 해당사무률 처리해야 한다. 

@ 총합성: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성이 높은 행정사무에 관해셔는 지 

방행정의 총합생율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지방공공단체가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것율 보다 간단히 표현한다면， 사회복지사무는 가농한 한 지방공공단체 

의 책임해R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충에서도 가장 얼차적으로 책 

입져야 할 것은 기초자치단체인 r시정촌(市빼村)J이며 그 다음으로는 광역자 

치단체인 r도도부현(都遭府縣)J이 책임율 지며 국가는 불가피한 정우에 나머 

지 사무를 처리한다는 구상인 것이다. 이에 따라 r기관위엄 사무 충 불요불급 

한 것은 폐지나 축소， 지방자치지체에 이관하여 자치체의 고유사무로 정착하 

는 조치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2년내에 적어도 1할정도는 그렇게 되 

도록 캉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2임초는 답신하였다. 

(4) 지방재정의 자율기능 강화와 보조금 제도의 합리화 

먼저 지방재정의 자율기능 강화에서는 지$냉공단체가 국가의 위임을 받아 

서， 혹은 스스로의 사무로서 표적으로 행해야 할 행정의 범위에 대해셔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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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요되는 재원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 각 지방 공 

공단체가 독자척으로 행하는 행정에 대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선택과 부 

담으로 행해져야 한다. 지방공공단체가 표전행정 이외의 행정을 행하는 경우 

의 재원은 우선 유보 재원동이나 절약재원으로 충당하고 그래도 부축할 청우 

에는 해당행정에 관한 주민의 선택과 부담을 전제로서 초과과셰， 법정외 과세 

로 확보해야 한다. 초과과세에 관해서는 행정서비스의 수혜의 정도에 상웅하 

는 과세률 행해야 한다(第2廳關， 第3?k答申， 1982). 

補助옳等 제도의 합리화에서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보조금. 부담금 및 교 

부금(이하 보조금동으로 합)에 대하여 합리화률 시도하과} 하는 것으로서 사 

회정제적 변화에 따라 존속의 의미가 희박하고 장려할 의미가 없는 것은 혜지 

하며，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로서 동화， 정착되어 있다고 인식되는 것은 얼반채 

원조치로 이행시키고， 융자조치에의 이행과 수익자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보조금동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자립， 자조， 수익과 

부담 관계의 명확화라는 란점에서， 적극척으로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第2臨 

蘭， 第3?k答申， 1982). 

2) 사회북지행정의 별화 

처12임조의 개혁에 따라 이루어진 사회북지행정 개혁은 여러가지로 실천되 

었다. 이러한 내용을 사회북지행정 개혁을 위한 제반 입법조치와 기관위엄사 

무률 단체위임사무로 이양한 것 및 국가보초금의 삭감 둥으로 구분하여 알아 

본다. 

(1) 사회북지행정 개혁에 관련된 법률 

제2임조의 사회북지행정 개혁은 기초자치제인 시정촌 중심으로 사회북지체 

제률 확립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부분은 광역자치제의 책임으 

로 하며， 국가는 부득이한 정우에 그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 

고， 따라서 지금까지 주로 사회북지부문에 쓰여지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그 재정책임도 지방자치제가 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2엄초의 개혁방침에 입각하여 정부는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법 

률율 제정하고 그 시행에 틀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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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위임사무의 단체위임사무화 

쩨2임초의 사회북지행정 개혁은 사회북지관계 법률로서 r제2차 기관위임사 

무정리법」율 입법화 하여， 가능한 한 기관위임사무률 단체위임사무로 이양하 

는 둥의 조치률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와 연관된 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r제2차기관위임사무정리법」중 사회북지관계의 변경사항 

(A) 단체사무화 

주요 개정사항 | 관계법률 

- 노인홈 업소조치에 관한 사무 | 노인북지법 
- 신체장해자갱생원호시설 입소조치，갱생의료의 급여， I 신체장해자북지법 
보창구의 교팎” 관한 사무 

- 아동북지시셜의 업소조치，육성의료의 급부， 보장구 | 아동복지법 
의 교푸， 비용징수에 관한 사무 

- 정신박약자원호시셜 업소조치에 관한 사무 | 정신박약자북지법 
- 임산부에 대한 보건지도， 양육의료의 급부에 관한 | 모자보건법 
사무 

- 행려병언에 대한 구호동에 관한 사무 | 행려병인 및 행려 
사망인취급법 

(B) 판한의 이양 

주요 개정사항 l 관계법률 
- 북적으로 된 쐐。1 2개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에 | 사회복지쐐법 
걸쳐있지 않는 사회북지법인의 설립인가동의 핀한 
---)후생대신에서 도도부현지사에 이양 

- 갱쟁의료기관， 육성의료기관의 지정권한(국럽의료 | 신체장해자북지법 
기관은 제외 아동북지법 
---)후쟁대신에서 도도부현지사에 이양 

(3) 국가보조금둥의 삭감， 정리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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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회북지행정상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국가보조금율 

삭감하거나， 축소하는 동의 소위 합리화 조치이다. 참고로 일본의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 국가보조금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표 3) 국가보조금의 분류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 민간에 대한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 얼반보조금 - 지방교부세 
대한 보조금 」 특정보초금 - 국고지출금 「 국고부담금 

*출처 : 成觀龍夫 外， 1989:15. 

I (일반행정비관계) 
1-국고보조금 
」국고위탁금 

제2임조를 통한 사회북지 관련 국가보조금의 삭감은 여러 법률에 걸쳐 팡 

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제2임조가 이루어진 1980년대 초반에서 말기에 이르기 

까지 보조금의 추이를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 추이에서 드러나는 사 

실은 점차 시간의 호황il 따라 국가 보조금이 축소되어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는점이다. 

〈표 4) 후생성관계 보조율변경의 경위(13개 법률) 

법 률 명 보조사업의 내용 - 85 86-88 89이후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업소조치 5/10 112 
신체장애자북지법 신체장애자 갱생원호업소 5/10 5/10 

조치 
정신보건법 정신장애자조치입원 7/10 3/4 
생활보호법 요보호자의 보호 7/10 3/4 
결핵예방법 취업금지명령 업소환자의 7/10 7/10 3/4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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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숙 

마약단숙법 마약중톡자조치입원 7/10 3/4 
매춘방지법 일시보호수용보호 5/10 5/10 
정신박약자북지법 정신박약자 원호시설업소 5/10 5/10 

조치 
。}동부양수당법 아동부양수당의 지급 8/10 7/10 3/4 
노인북지법 양호노인홈 동의 입소초치 112 112 
륙별。}동부양 특별장애자수당，장애자북 7/10 7/10 3/4 I 
수당동지급에 지수당동의 지급 
관한법률 
모자보건법 암산부동 보호지도， 양육 5/10 112 

의료급여 
국민연금법 동의 경과조치로서 북지수당 7/10 3/4 
일부개정법 지급 

* 주: 변경에 수반되는 지방부담의 증가분에 관해서는 지방재정계획올 
통하여 지방교부세의 륙별가산 둥 총체적인 대책이 강구됨. 

*출처 : 홈生統計嚴會， 1988. 

][. 社會屬짧行I훌 훌훌麗分擔의 寶顧

1. 사회북지행정 기능분탑의 법적 근거와 원칙 

일본 사회북지행정의 기능분담은 후생생설치법율 위시하여 지방자치법 및 

사회북지관련법상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사회북지행정 기농배분은 일반적인 

행정의 기능배분， 즉 중앙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분담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후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셔 일반론적인 기준에서 규정되어 있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능분담율 논하면서 사회북지행정의 기능분담율 알아본 

다.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기능분담1) 

1) 이 부분은 지방행정연구원(1988) ，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1989)를 재인용 
한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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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구제도하에서 국가의 정치는 강력한 중앙집권주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충요한 사무는 거의 국가의 사무로서 처리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무도 그 모든 것을 국가가 직접 또는 국가의 하위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공공단체 또는 都道府縣知事 · 市PIJ:村長 동의 지방공공단체의 기 

관에 이른바 단혜위임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위임되는 것도 많았다. 이 

들의 위임사무는 지방공공단체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에 의해 처리되고 있었 

기 때문에 외형상은 고유사무와 구별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본래 국가의 사무 

이고 단지 펀의상 지방공공단체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의 손을 벌어 처리시키 

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율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에 관해셔는 팡범한 

국가의 란여가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존중의 방침에 준하어 정치를 행하는 경우 지방공공단체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중요한 사무를 주어 되도록이면 국가의 관여를 적게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종래 국가의 사무로 되어 있던 

警察이나 의무교육이 市빼村의 사무로 되어 거의 국가의 관여률 받지 않고 처 

리하게 된 것은 그 현저한 사례이다. 또 지방공공단체에 새로운 행정사무의 

處理權龍을 주고， 포는 위임사무를 쩨한하려고 한 것도 똑같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행정사무률 지방공공단체의 構짧으로 하였다 해도 행정사무중 

어느 범위까지률 지방공공단체에 줄 것인지는 국가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또 위임사무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공공단체에 위임하고 

있먼 사무를 국가가 취급하여 스스로 하부기판에서 처리시키는 경향올 조장하 

기도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인가는 고유사무라든가 위임사무라 

든가 하는 추상적인 구분에 의하지 않고， 구체적 내용상으로 정해야 할 필요 

가 챙겼다. 그래셔 지방자치법은 1948년의 改正時에 지방공공단체가 정리해야 

할 사무를 21항웹l 걸쳐 예시하고， 또 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 

의 사무도 명시했다. 

그러나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예시한 지방자치법 제2초 3항의 규정은 단 

지 문서로서 r법률 또는 이것에 기초한 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이 

범위에 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며， 실제에서는 이 r륙별한 규정」에 의해 

국가의 사무에 유보되어지는 것이 많고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는 그다지 확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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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쩨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재분배의 문제가 얼어난 것 

이다. 

2) 샤퓨 動告와 사무의 재배분 

샤퓨사철단의 보고는 얼본의 국가 · 都道府縣 · 市PIJ村의 3단체 사이의 사 

무배분이 북잡하여 각각의 사무처리의 책임소재를 어렵게 하고 국민률의 세금 

으로 어떠한 행정이 행해지고 있는가률 이해하는 것율 불가능하게 하는 것률 

율 지척하고， 이와같은 사무의 재배분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유해하기 때문에 

이것율 재검토하고 사무쳐리의 책임이 국가 · 도도부현 · 시정촌의 3단계간에 

명확히 구분되도록 사무의 배분배를 행해야 할 것율 권고하고 있다. 그러고 

사무의 재분배를 행할 경우에 따e}야 할 원칙으로서 다음의 3가지 원칙율 기 

술하고 있다. 

첫해， 가능한한 또는 실행할 수 있는 한 3단계의 행정기관 사무는 명확히 

구별해서 1단계는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륙정사무가 오로지 할당되어져야 한 

다. 그렇게 되면 그 단계의 행정기관은 그 사무를 수행하고， 게다가 알선재원 

에 의해 이것율 초탈함에 대해 전책임율 지게 된다. 

둘째， 각각의 사무는 그것율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 규모， 능력 

및 재원에 의해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어땐 단계의 행정기관에 할당될 것이 

다. 

셋째， 지방자치를 위해 각각의 사무는 적당한 최저단계는 행정기관에 주어 

져 있다. 시정촌에 적I행1 수행할 수 있는 사무는 도도부현에 우션권이 주어 

져， 중앙정부는 지방의 지휘하에서 유효하게 처리할 수 없는 사무만율 받아 

률이게 된다. 

이 제1의 원칙운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제양l 원칙은 농률의 원칙， 쩨3 

의 원칙은 지방자치 존중의 원칙， 륙히 시정촌의 우선의 원칙이라 부르고 았 

다. 이 권고에 기초하여 지방행정조사위원회가 사무의 재분배에 관한 구체안 

율 초사 연구하고 그 효과률 국회와 정부에 권고했다. 이 권고는 국가의 사무 

를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해서 처리시키는 종래의 방식은 국가·도 

도부현·시정촌간의 책임율 불명확하게 하므로 이것을 피하고 지방공공단체 구 

성내 사무는 될 수 있는 한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라고 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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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 사무재분배률 실현하는 천제로서 정촌의 규모의 합리화를 요청하고 

있다. 정촌의 규모의 합리화는 정부와 사회에 의해 받아 들어져 강력히 추진 

되었지만， 사무의 재분배안 그 자체에 관해서는 일부분율 제외하고는 실현율 

보지 못했다. 

3)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분탐 

지방공공단체중에서 도도부현과 시정촌간의 사무배분문제는 지방행정조사 

위원회의 핀고에 따른 1956년의 지방자치법개정에서 그 기준율 법문상 명확히 

했다. 

(1) 도도부현의 사무 

도도부현은 시청촌을 포활하는 광역의 지방공공단체로서 다음과 갈은 사무 

를처리한다. 

@ 광역사무: 광역에 걸친 사무로 예컨데 지방의 종합개발계획의 책정， 치 

산치수사업， 암산·수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보전 및 개발， 도로·하천동의 

건설 개량 및 유지관리 둥. 

@ 통일사무: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로 예컨대 의무교육수준의 

유지， 경찰의 관리운영， 직업안정， 각종영업의 허가， 각종생산물의 검사 둥. 

@ 연락조정사무: 국가와 시정촌의 연락， 시정촌의 초직 및 운영의 합리화 

에 관한 조언·판고 및 지도， 시정촌의 상호간의 사무처리의 긴밀한 관계률 유 

지시키기 위한 알선， 조정 및 판정 둥. 

@ 보완사무: 일선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이 부척당하고 인정되는 사무규모 

로 예컨대 고둥학교·시험장·병원 동 영조물의 셜치 및 관리，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 생활빈궁자 및 신체장해자의 보호 둥. 

(2) 시정촌의 사무 

시정촌은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로서 기술한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이 

외의 모든 사무률 처리한다. 시정촌의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행정사무 

와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사무배분에 있어 시 

청촌 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공공시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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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시설， 환경위생시설 둥 주민생활환경 정비와 주민생활보장， 아동북지률 비 

롯한 민생·위생의 확보， 농업·중소기업의 육성 및 주민둥록관리동 주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무둥을 처리한다. 그런데 지정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상 륙 

혜가 인정되는떼， 그러한 사무로는 아동북지에 관한 사무， 민생위원에 판한 

사무， 신체장애자의 복지， 생활보호， 행려병인 및 사망자의 취급， 모자가정의 

북지， 노인복지， 모자보건， 식품위생， 묘지， 이장 둥의 규제에 관한 사무 퉁 

이 있다. 

2. 사회복지행정 기능분담의 조직과 기능분탐 

1) 중앙정부의 사회북지행정 조직 

얼본 중앙정부의 사회북지행정 조직은 후생성을 위시하여， 대장성， 인사 

원， 자치생， 문부성， 농림수산성， 노동성， 건셜성， 환경청 동 다양하게 확산 

되어 관련 북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는 후생성율 중심으로 한 사회북 

지행정의 조직과 기능을 알아보도룩 한다. 먼저， 후생성의 행정조직상의 사회 

북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로는 사회·원호국， 노인보건북지국， 아동가정 

국， 보험국， 연금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기관으료는 생활환경심의회， 

원호심의회， 의료보험심의회， 연금심의회2) 동과 중앙사회복지심의회， 신체장 

해자북지심의회 및 중앙아동북지심의회3) 퉁이 있다. 

2) 지방정부의 사회북지행정 조직과 기능 

(1) 지방정부의 사회북지행정 조직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활 수 있는 업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조직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셜립할 수 있는 사회북지행정조직율 보면， 도도부현에서는 

했훌의 흉훌훌췄部局으로서 條倒에서 동정도에셔는 福밟局， 도부현에서는 民生部，

2) 이률 세 심의회는 후생성 조직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임. 자세한 내 
용은 상기규정을 참고할 것. 
3) 이툴 세 심의회는 각각 사회북지사업법， 신체장해자북지법 및 아동북지법 
동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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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生훌훌動部， 生活福힘t部 둥 각 명칭으로써 사회북지관계에 필요한 部局율 셜 

치할 수 있게 하며， 이률 부국 아래에 함會課， 兒童醫， 騙짧훌훌 둥이 셜치되어 

있다. 이들 이외에 전문행정기관으로서 북지사무소， 신체장해자갱생상담소， 

부인상탐소， 아동상탐소 및 정신박약자갱생상담소가 설치되어 었다. 1992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문행정기관으로서 일션 사회북지행정기관의 현황은 아 

래표와 같다. 그러고 보조기관으로서 社會屬밟主事， 兒童蘭함司， 신체장애자 

북지사， 정신박약자북지사， 부인상탐원 및 모자상탐원 둥이 었다. 

〈표 5) 일선 사회북지행정기관 현황 (1992.4.1) 

구 1 trj 총수 도도부현 시 정촌 

북지사무소 1, 184 잃8 843 3 
아동상담소 172 172 -
신체장해자갱생상담소 64 64 -
정신박약자갱생상담소 56 56 -
부인상담소 47 47 - -

*주 : 북지사무소는 91년 6월 1일 현재 
출처 : 홈生統計훌훌會， 1992:69. 

이들 중앙과 지방자치단혜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연관성율 개략적으로 도 

식화 시키면 아래와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북지의 영역별로 각 

각의 사회북지행정조직이 업무를 분장하여 중앙에서 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률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까지 직접 사회북지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여기서는 

京都市의 흉흥빼를 제시하면서 그 기능을 후술하.2자 한다. 

(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 기능 
위의 행정초직에 따른 기능 혹은 사무의 내용을 흉都市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지역북지과 

@ 관리계: 북지사무소 업무의 일반적인 운영관리사무， 충앙보호소의 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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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북지행정조직의 연관성 

京都市民生局의 경우 

찮會部--，--서무과---------서무계， 計理像， 勞짧係， 조사계 
~ 지역북지과-----관리계， 보호계， 지도계， 지역북지계， 
| 중앙보호소， 市훌훌훌훌사무소 
~ 보험연금과-- .... --관리계， 지도계， 연금계 
1- 심사과--------담당계장제 
L 북지사무소-----지역북지게， 북지제l계 및 제2계， 보호 

1계 및제2계 
*북지사무소는 13개소가 있읍 

蘭祖部--r-아동가정과-----아동계， 육성계 
~ 장해북지과-----챔북지계， 갱생계， 癡育係
←보육쩌111과------계획계， 운영계 
L 보육제낄}------관리계， 지도계， 보육계， 시설계， 

아동북지젠타 보육소(36개) 
냐많상담소 
L종합요육소 
신혜~해자 재활센타 

노명화사회대책부「고령기획과---담당계장쩌1 
t충 」고령북지과---재택북지계， 생활대책계， 
앙노인북지센타 실업대책사업계 동 

東九像屬社地城개선대책실---담당과장쩨， 생활관 

* 출처: 京都市 民生局， 1993:1-7. 

사무， 시영장의사무소의 운영관리， 생활보호법 관계의 경리사무률 행함 

@ 보호계: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무률 총괄 

@ 지도계: 생활보호법의 운영방침의 책정， 생활보호법시행사무의 지도 감 

묵및직원의 연수동에관한사무 

@ 지역북지계: 지역북지증진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 민생위 

원， 아동위원， 사회북지협의회 및 북지분위기추진협의회와의 연락조청 

사무， 자원봉사에 관한 사무. 

나.보험연금과 

@ 관리계: 국민건강보험사무의 총괄(계획，사업계획， 조사통계) 빛 국민건 

강보험사업의 보급사무와 연관하여 보건시셜의 관리운영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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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부과 정수，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빛 급 

부관계 사무， 국민건강보험 사무직원의 지도 풍 

@ 연금계: 국민연금， 아동부양수당 및 륙별아동부양수탕에 관한 업무의 

총괄 

다.북지사무소 

@ 북지과: 사무소의 서무와 아동북지법， 모자및 과부북지법， 노인북지법， 

신체장해자북지법 및 정신박약자북지법에 관한 사무 (지역에 따라， 지 

역북지계， 북지제1계와 제2계) 

@ 보호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결정 및 실시에 관한 λ쁨(지역에 

따라 지역북지계， 북지제1계， 제2계， 보호계， 보호제1계에서 제3계) 

라. 아동가정과 

@ 아동계: 모자빛 과부북지법에 의한 모자북지자금， 과부북지자금대부 업 

무， 모자북지단체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무률 위시하여 모자 및 부자세 

대 가사원조사업 둥 모자 및 부자북지에 관한 사무， 그리고 모자북지첸 

E뻐1 관한 사무， 아동복지시설의 지도 둥 및 조치아동에 관한 사푸，아 

동상담소에 관한 사무 및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사무 둥 아동북지에 관 

한사무. 

@ 육성계: 아동관 동 아동건전 육성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도， 아동과 

부인가정에 관한사무 

마.장해북지과 

@ 장해북지계: 신체장해자복지법에 관한 사무의 총활 

@ 갱생계: 신체장해자복지시설의 지도 및 조치자에 관한 사무， 신체;혐H 

자에 관한 일상생활용구 풍의 급부 

@ 요육계: 정신박약자북지시셜의 지도 및 조치자에 관한 사무， 요육수첩 

의 교부， 정신박약자복지법에 관한 사무 총활. 정신장해。}에 환한 아동 

북지시설의 지도 및 조치아동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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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북지 재정 분담실태 

1) 중앙정부의 재정 

일본의 사회북지 관련 재정분탑을 보기에 앞셔， 일반적인 사회복지 재정이 

차지하는 예산상의 규모와 그 내용상의 세부내용율 살펴보자. 아래표는 1980 

년 이후의 중앙정부의 일반세출중에서 차지하는 사회북지 관련 재정규모와 그 

세부항목별 정도를 연도별로 청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좁은 의미의 사회북지 비용은 1980년도 경 

우 전체 예산종 7. 앓률 차지하먼 것이 조금씩 점차 증가하여 1991년에는 9.9" 

률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사회북지에 축하는 사회보장 관련 예 

산율 살펴보면 1980년 경우 정부예산의 26.7%이먼 것이 1991년에는 33. 0%로 

증대되는 점율 발건할 수 있다. 이것은 당해연도의 일반세출의 신장율올 웃도 

는것으로평가된다. 

〈표 7> 중앙정부의 얼반세출중 사회복지 諸費目의 구성비 (단위:，，) 

연도 생 활 사 회 노 인 아동 사회북지 사회보장 
보호비 북지비 북지비 북져버 지출 관계비 

(銀養)

1980 3. 1(3.6) 0.6(7.7) l. 5(10. 7) 2.3(12.5) 7.6(8.0) 26.7(7.7) 
1982 3.2(5.4) 0.7(3.1) 2. 1(3l. 5) 2.5(6.6) 8.5(11.2) 27.9(2.8) 
1984 3.5(4.9) 0.6(-4.0) 2.9(5.5) 2.7(4.8) 9.6(4.5) 28.6(2.0) 
1986 3.4(2.6) 0.5(-5.5) 3. 1(l. 1 ) 2.3(-12.5) 9.2(-2.4) 30.2(2.7) 
1988 3.3(-2.2) 0.5(5.1) 3.6(6.0) 2. 2( -l.1) 9. 6( l. 3) 3l. 5(2. 9) 
1990 3.1(-2.9) 0.7(18.8) 4.0(9.1) 2. 1(2.4) 9.9(4.2) 32.8(6.6) 
1991 2.9(-3. 1) 0.8(16.3) 4. 1(7.5) 2. 1(5.3) 9.9(4.3) 33.0(5. 1) 

'-----

주: 사회북지지출=생활보호비+사회복지비 (협의 )+노인복지비+아동북지비. 
사회보장관계비=사회북지지출+사회보험비+보건위생대책비+설업대책비. 
( )내는 對前年度 신장률. 

출처: 財政調훌寶續 『團φ寶算』 各年度版.
社會保障新究所， 1992:2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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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의 재정 

이제 지방정부의 재정과 연관된 내용율 살펴보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 

이의 사회북지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은 사회북지 판계법이나 지방자치법 혹운 

지방재정법 둥에 팡법위하게 확산，규정되어 있다. 지방재정법상에 의해 나타 

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북지 비용분탑의 일반적인 원칙을 요 

약하면 아래와 같다(相澤二郞 외. 1989:117). 

@ 중앙정부 부탐사무: 아동부양수당 및 특별아동부양수당에 필요한 경버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사무: 

- 생활보호에 필요한 비용(신체장해자갱생원호， 부인상탑소 및 부인상 

탐원에 필요한 경비， 정신박약자의 원호， 노인건강진사. 양호위탁 및 

장제비용， 노언의료비지급， 양호노인홈 및 륙별양호노인휩l 필요한 

정비， 아동상탐소， 일시보호소에 필요한 비용， 아동북지시설 및 위 

탁， 아동수당， 충도장해X뻐1 대한 북지수당， 신체장해자， 직업훈련 

학교) 

- 아동북지시셜 기타 사회복지시설 건립정비 

- 사회북지시설의 재해북구에 필요한 경비 

@ 자치단체 부탐사무: (D. @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의 경비 

〈표 8) 사회북지 관계 경비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탐 비율(1989) 

국가재정 부탑비율 
경비의종류 부담의 비고 

성격 중앙 지방자치 

1.생활보호 
보호비 부탐곰 8/10 2110 
보호시설사무버 부담곰 8/10 2110 

2. 신체장해자북지 
신체장해자갱생원호시셜 부담금 8/10 2110 
운영비 
갱생의료급부비 부탐금 8/10 2110 
보장구급부비 부담금 8/10 2110 

3. 정신박약자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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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박약자원호시설운영 
정신박약자원호시셜정비 

〈표 8) 계속 

정신박약자職훌훌위탁비 
4. 노인북지 
노인의료비 

건강옳훌費 

노인북지시설보호비 
노인구락부조성비 

노인가정봉사원설치비 

5. 。뽑복지 
3세아동건강진사비 
양육의 
아동보호조치비 
아동상담소사무비 
아동일시보호비 
임신증묶증등대책비 
벽지보육소및계절보육 
소운영비 
북지사무소가정아동장탐 
실운영비 

6.1표자북지 
모자북지대부금 
모자북자}금상환촉진비 

7. 기타 
중도;향H자북지수당 
세대갱생자금대부금 
재해구조비 

*표는예산보조 

*보조금 112 

부담금 2/3 

부담금 113 

부담금 8/10 
*보조금 113 

*보조금 113 

부담금 113 
부담금 8/10 
부담금 8/10 
부담금 8/10 
부담금 8/10 
*보조금 8/10, 112 
*보조금 113 

*보초금 112 

대부금 213 
*보조금 112 

8/10 
*보조금 213 
부담금 5/10-9/10 

출처: 相훌훌잭~， 198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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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내용은 복잡하게 확산되어 있는 사회복지 비용분담과 연관된 

중앙 및 지방의 분담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하여 본 것이다. 이제 실제로 

지난 1980년대로 지나오면서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였던 재정부담과 지 

방자치단혜의 사회북지비용의 묵적별 구생비， 그러고 재원의 구성비률 요약함 

으로써 위의 내용이 지니고 있는 내용율 실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회복지비용을 협의의 사회북지비용 중 

심으로 정러한 것이 아래 표이다. 이 표에서 보면 민생비중에서 노인북지비와 

아동북지비의 부담비중이 높고 사회복지비의 부담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 

러났다. 그리고 1980년이래로 점차 증가되어 오먼 것이 1987년을 고비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민생비의 절대증가액은 계축 중대하고 있 

는추세이다-

〈표 9) 민생비에 있어서 지방부담 (단위: ", 憶F.J)

연도 사회 노 인 아동 생 활 회계 (참고) 
북지비 북지비 북지비 보호비 민쟁비증가액 

1980 0.6 4.8 2.1 2.3 9.9 3, 629 
1982 O. 7 25.7 2.5 3.8 32.6 3, 060 
1984 o. 7 10.8 0.9 6.1 18.5 2, 205 
1986 5.5 36.3 55.8 4.1 101.8 2, 925 
1988 0.6 9.3 4.4 -2.5 11. 7 4, 208 
1989 0.7 11.8 5.3 -12.4 5.4 5, 073 

주: 사회북지비는 신체장해자보호비 포함， 노인북지비는 노인의료비 
(1963년도까지와 노인의료급부비(1982연도이후)와의 합계. 
아동북지비는 아동보호비와 아동부양수당까지 합계. 

출처: 財짧關훌會編 『園m寶算』 各年度版. 自治省續『地方財政白書』 各年版
힘t會保障휠퓨究所， 1992:221. 재언용 

그러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사회북지비의 묵적별 내역과 주요 재원율 

지방자치단체별 수준과 연도벌에 따라 그 추이를 정리하였다. 륙히 후자의 사 

회북지비 주요재원별 배분기여율을 나타내는 표에서 국고지출의 정도를 검토 

할 수 있어， 이것율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탐정도가 어떠한지를 간접적으 

로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자료에는 도도부현이든 혹은 시정촌 이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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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7뻐서 지출흩}는 비율이 시간의 흐혐l 따라 감소하고 있는 추세률 여설 

하게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생활보호비는 여전히 중요한 국가부탑으로 남아 

있는것으로파악된다. 

〈표 10) 민생비의 묵적별 내역의 구성비 

(A) 도도부현 

연도 사회북지비 노인북지비 아동북지비 생활보호비 

1980 27.7( 4.5) 23.4( 8.6) 27. 1( 2.5) 21.5( 0. 1) 
1982 28.2( 5.8) 24.9( 7.5) 25.6( 0.8) 20.7( 4.4) 
1984 27.4 ( 5. 1) 28.3( 7.2) 24.2( 1. 8) 19.9( 3.6) 
1986 26.6( 4.9) 29.5( 8.1) 26.6(16.5) 17.0(-5.4) 
1988 28.2(11.6) 30.8( 8.3) 27. 1( 5.9) 13.8(-5.5) 
1989 28.8(11.2) 31. 4(11.1) 27.3( 9.7) 12.3(-2.7) 

(B) 시정촌 

연도 사회북지비 노인북지비 아동북지비 생활보호비 

1980 17.2(14.7) 23.3(11.5) 34.6(6.9) 24.7( 5.7) 
1982 17.8( 4.4) 24.2( 7.8) 32.5(2.4) 25.3( 8.7) 
1984 19.4( 4.8) 17.5( 4.3) 34.7(2.9) 28.4( 4.9) 
1986 21. 4(11.1) 18.6( 7.3) 33.5(3.7) 26.5(-0.4) 
1988 24.1 (19.2) 20.7(11. 9) 32.0(2.6) 23. 1(-3. 1) 
1989 24.7( 8.6) 21. 5(10.6) 32.0(6. 1) 21. 7( -0.2) 

주: ( )내는 훨前年度신장율을 표시 

(단위: %) 

재해구조비 

0.3( 27.3) 
0.6( 95. 1) 
0.2(-67.3) 
0.3( 63.9) 
0.2(-17.7) 
0.2( 12.4) 

재해구조비 

0. 1( 5.3) 
0.2( 9.4) 
0. 1( 4.8) 
0. 1( -0.2) 
0.0(-3.2) 
O.O( 4.8) 

출처 Ii'地方財政統計年報』 各年度版. , 파t會保障.?jff究所， 1992:223. 

lV. 日本 社會福社行훌 훌월顧分擔의 홈性과 훌훌團에 대한 시사점 

L 일본 사회복지행정 기능분탐의 륙성 

1) 시정촌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회북지행정 기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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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70년대 후반 이후 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를 거쳐오면서 꾸준히 사 

회복지행정을 개혁하여 오고 있읍율 앞에서 살펴보았다. 일본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되었혐1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가가 중앙집권적으로 지배하는 지 

방자치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물론 2차대전 꽤전후 연합군의 점령시기에 

민주화와 동시에 지방자치제도 크게 개선되어. 1950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 

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전의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제의 관행이 계 

숙 유지되어 왔먼 것이다(최낙범. 1991: 101).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1960년대 초기 까지 제도적 정 

착과 함께 내실화와 근대화률 이루어오면셔 자치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 

요에 대웅하여 발전해오고 있다. 륙히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인구 및 산업의 도시집중이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개발에 따른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이 요청되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중반이후 세계 경 

제의 침체에 따라 일본의 경제와 정치적 변화률 수반하게 되면서， 그때 까지 

확대일로를 거쳐왔먼 사회북지행정의 감축을 필요로 하는 여건으로 작용하께 

되었움을 이미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지방자치체의 역사적 경험은 한펀으로는 지방자치제의 

확대와 내실화를 요청하는 동력으로 작용하였지만， 또 다른 한펀으로는 지방 

자치제의 형식화률 부채질하는 요소로 기능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아훌른 일본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집권적인 판한이 1950년대률 고비로 하여 점 

차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옴 경향을 보였다고 펑가할 수 있다. 그향11서 

사회북지행정의 경우는 륙히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1980년대 내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어 왔읍율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1980년대 말 부터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중심의 사회복지행정 

이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중심으로 한충 지역주민과 밀착된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89년 3월 30얼에 후생성의 북지관계 3심의회 합 

동기획분과회에서는 일본의 21세기에 맞는 사회복지의 본질에 대하여 의견상 

신을 하였다. 이러한 의견상신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그중 사회북지행정과 

연관하여 시정촌의 역할율 중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었다. 

즉， 국민의 복지수요에 정확하게 웅하고 인생 80년 시대에 어올리는 장수， 

북지사회률 실현하기 위하여 금후 북지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충을 꾀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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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청상회북의 이넘의 확산， 북지서비스의 일반화， 보편화， 시책의 총합 

화， 체계화의 혹진，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의 폭의 확대 둥에 유의하면셔 다옴 

과 같은 기본적인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복지의 전개률 꾀하는 일이 충요 

하다고 하였다.CD 시정촌의 역할의 중시 @ 재가북지의 충실 @ 민간북지 셔 

비스의 건전육생 @ 북지와 보건， 의료의 제휴강화， 총합화 g 북지담당자의 
양성과확보둥이다. 

그중에서 시정촌의 역할중시에 관한 내용을 보면， 북지행정의 실시체계에 

대해서는 생활보호행정 둥 당해 사무실시에 있어서의 전문생， 광역성， 효율생 

둥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제하고， 가장 주민에 밀착한 기 

초척인 지방공공단체인 시청촌에 있어서 가능한한 이것율 실시한다고 되어 었 

다. 

이률 위해서는 당면한 노인복지시셜， 신체장해자 갱생원호시셜에의 업소초 

치의 사무에 관하여셔는 시정촌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과 함째 

정신박약자북지에 관해서도 재가북지의 추진 동에 관해 시정촌의 기능강화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로 되어 있다(울정욱 역， 1992:26-27). 실제로 이러한 의 

건율 배경으로 하여 1990년 6월 29얼에 북지관계 8법이 개정되었다. 8법개정 

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회북지행정충 도도부현에서 정촌으로 이양된 주요한 사 

푸률보면 아래와같다. 

첫째， 노인북지법 관계를 보면， 기폰의 도도부현에서 이루어지먼 @ 양호 

노인 홈으로의 업소결정，@ 륙별양호노인 홈으로의 업소결정 및 @ 양호위탁 

동의 사무가 정촌의 사무로 이양되었다. 

둘째， 신체장해자북지법 관계률 보면， CD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의 발견， 

￠ 상탑，($ 의료기관 소개，@ 공공직업안정소에의 소개，@ 신체장애자 갱 

생원호시셜에의 업소결정，@ 갱생훈련비 결정 ，(J) 보장구 지급， @ short 

stays} 결정 및 @ 갱생의료 급부 둥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은 바야흐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율 중심으로 한 사 

회북지 활동이 실제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제도척 장치률 마 

련하고 있음율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북지행정의 기능분탐은 시간이 흐해 

따라 더욱 가숙화， 다양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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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행재정의 개혁을 위한 입법화 
일본은 1980년대에 이루어진 사회복지행정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설효률 거 

두기 위하여 각종의 법률적 재정적 개혁울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그런데 이러 

한 입법화 과정을 통해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역시 국가 부탑의 축 

소 흑온 지방정부의 책임화로 요약된다. 이러한 내용은 때로는 사회북지관련 

법과는 따로 톡립적으로 일괄적인 법을 만률거나 때로는 사회북지 관련법상의 

규정율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와 기능을 배분，이관시키는 철차률 밟 

았다. 그 방향은 중앙정부에서 도도부현으로， 도도부현에서는 시정촌으로 점 

차 보다 주민과 근접한 지방자치단체에로 사회북지행정 기능분담을 이관시키 

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율 발건할 수 있다. 

동시에 법률적 개정과 독립적인 입법의 수립과 함께 과거 지방자치단체에 

게 제공되어 오먼 국가보초금을 삭감하고 정리하고 합리화시키는 각종조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증대시켜왔다. 이러한 상황율 여실하게 나타내는 

것이 후생성 관계 보조율 변경의 경위에 대한 것으로 사회북지판계 법률에 의 

거한 후생성 관계 보조윷이 연도별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극명하게 보 

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적 정치적인 요소가 개재되어 있지 

만， 한펀으로는 사회적 변동의 결과가 가져온 새로운 욕구의 출현과 새로운 

사회북지적 개입방법율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인이 존재하였읍율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인구의 고령화와 재가북지 혹은 지역북지의 중요생이다. 

알본은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되어 이른바 고령화 사 

회가 본격화되고 있다. 6많W이상 노인인구는 1992년 현재 14， 228천명으로 일 

본 인구전체의 12.0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숙될 

전망이어서 서기 2，뼈년에는 21 ， 511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6.9짧로 증가할 추 

셰이다(후생통계협회， 1992:21). 따라서 이러한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사회북 

지 욕구에 대웅하기 위하여 1989년 12월에 고령자보건북칙추진 10개년계획율 

수립하어 1990년도 부터 실천하고 있다. 그 핵섬적인 내용이 바로 시정촌율 

중심으로 각종 노인문제률 해결하려는 재가북지， 개호북지및 지역북지로 요약 

되는 사업이다.μ 따라서 이러한 사회북지사업은 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단위 

4) 고형자보건북지 10개년계획에 대한 관련자료는 團生省社賣局 둥， 파t賣福휩t 
8法改正O);J\"..( ν 1--,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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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책임지는 사회북지행정 기능 역시 시정촌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륙히 시정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 

가북지는 보건과 북지 빛 의료를 통합하여 지역주민， 륙히 노인활11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척 제도척 장치를 마련하였다. 

3) 민간북지활동의 활성화와 사회북지 서비스 유료화 

사회복지행정 기능분탑의 최근 추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강화되는 한 

펀 민간 차원의 사회북지 활동율 활성화 시키려는 시책율 추진하고 있다는 첨 

이다. 물론 이 결과 사회복지 실천 책임주체가 가지는 무게중심이 국가 중심 

에서 민간으로 이행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륙히 이러한 현상은 사회북지서비 

스률 공급받는’ 사랍활11게 직접 요금율 받거나 적정한 수준으로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오늘날 사회복지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다. 

재가북지 서비스률 지역중심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올 지방 

자치단체가 부탐하는 것이 현실척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깐위탁을 진 

척시키는 방안율 마련하였다. 아마도 이 방안의 배경에는 국가재정의 어려움 

이라는 현설적인 제약이 폰재하기도 하였거니와， 새로이 출현하는 다양한 재 

가북지 서비스 혹구에 유연하께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위탁이 방법론 

적으로 보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요청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륙， 사 

회롭지 전문가 이외의 준전문가에 해당되는 개호복지사나 혹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으로 재가북지사업율 어느 정도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민간차원의 북지활동율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책율 계획하고 펼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였다. 그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성격의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고 강 

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재가 

북지사업의 민간위탁화를 진척시키기 위하여， 첫째는 민간의 재가북지사업의 

육정과 재가북지종사자의 양성， 연수 동율 위한 기금을 사회북지，의료사업단 

에 설치하는 것， 둘째 시정촌의 사회북지협의회를 재가북지서비스의 기획 실 

시단체로 삼고 아울러 공동모금의 배분원칙율 완화하고 재가북지서비스에 대 

한 조성율 할 수 있도록 하였먼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부탐율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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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혹은 유료화 시책이다. 이는 개인의 자조와 자립조장이라는 이념으로서 

1980년대 이래 지숙적으로 추진되어 오먼 사회북지행정 개혁의 방향이 1990년 

도에 와서 착실하게 자리잡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펀으로는 욕구의 변화로 

인하여 저소득층이상의 계충에서 각종 사회북지 서비스률 필요로 할 때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이다. 전자의 경우는 국가의 공적인 부담율 

줄이려는 데에 이념적 배정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사회변화의 결과 시민툴 

사이에서 사회북지 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이 증대된 데서 연유된 것으로셔， 양 

쭉의 의도가 쉽게 롱합되었음을 의미한다. 사회북지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 혹 

은 유료화는 륙히 노인북지부문과 보육사업에서 주도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 

였다. 

2. 한국에 대한시사점 

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북지행정 기농분탐 강화 

일본의 사회북지행정 기농분담의 과정과 그 내용율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 

견할 수 있는 결과는 여러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점차적으로 중앙으 

로 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회북지행정 기능분담의 충심이 이행되고 있는 추셰 

이다. 물론 일본의 경우는 매우 일관성 있고 지속척으로 사회북지행정이 지방 

자치체에 이양되고 있어，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사혜률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단번에 사회복지행정율 개혁한다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하 

에셔 점진척이고 단계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뭇이다. 따라서 그 만큼 시간 

이 요청되므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지금부터라도 여기 

에 대한 연구와 설계가 요청된다. 다행히 이번 연구사업의 얼환으로 사회북지 

행정 기능분탐에 대한 연구가 추진된 사실은 실로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점차 기초자치단체에로 사회복지행정 기농어 대 

폭 이양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한국은 우선 광역자치단체 

가 수행할 수 있는 사회북지 행정기능율 강화하면서 장착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회북지행정 기능울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틀어가도록 해야할 것 

이다. 이러한 작업율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북지 프로그램 

을 수행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률 마련해야 한다. 예켠대， 사회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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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역단위의 기획에서 부터 실천에 이르는 전문인력과 재정척 능력， 그리 

고 지역주민들의 자주적인 참여 둥율 갖출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 

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 중심으로 사회북지행청이 전개되는 

추세와 함께 어려운 문제첨으로 시정촌의 기획농력， 재정부탐능력 및 전문인 

력문제 퉁이 지적되고 있다. 지역주민률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사회 

북지 프로그램울 수행한다는 이념은 이상적이지만， 과연 그 프로그램올 수행 

할 만한 체반 역량울 시정촌이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의분점율 제기하고 있 

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도 지방자치제도의 실행에 즈음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사회북지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률 마련해야 한 

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화 

지방자치단체가 자옳적으로 사회북지 프로그램율 실시하고 계획하기 위해 

서는 재정적 기반이 튼튼해야 할 것이다. 얼본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행정 개혁의 배정에 정치적 경제적 외적 환경변수가 중요한 영향율 

미쳤읍이 률어났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부탐율 줄어려는 북척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사회북지행정 기능을 이양시키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 

립율 간과하게 되었다. 그러하여 공사분담의 원칙율 표방하면서 민간부문의 

활동율 진작시키는 한편 사회북지 프로그램의 이용자 부탑을 팡범위하게 도입 

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재정문 

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율 만큼 재정척 자립도가 높 

운가 하는 문쩨이다. 이 문제는 일본의 정우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 만큼 낮 

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행정의 기능분탑올 이양시키면서 동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재정적 자립도률 높이는 방안율 강구해야 한다. 지방세제 

의 개편에서 부터 정부지원금의 비충을 당분칸 얼마 동안은 일본의 그것 보다 

는 높게 책정해야 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민깐차원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룩 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나 이용자부탐 방식도 활성화 시키도록 해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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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때 사회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북지 대상자률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의 보장(national minimum)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율 

원칙으로해야한다. 

3} 사회북지 관련 법률의 정비 

이상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반 관련 법률의 정비나 

때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은 톡립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은 거의 법적 효과률 갖지 못한 채 사문화되어 왔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셔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법척 효력이 없는 규 

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상충적인 규정올 통일적인 연관성을 지닐 수 있도 

록 개정작업울 서둘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북지 관련 법률중에서 사회북지기판이나 시셜의 

인력및 재정조항을 현실화시켜 보다 양질의 사회북지 서비스률 제공할 수 있 

는 행정조직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 륙히 기존의 법척 규정중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자유재량율 발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율 수행할 수 있는 각종 사회북지 

관련 지방위원회와 자원봉사자에 속하는 위원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 해야 한 

다. 

재정적인 문제와 연결하여 각종 세제개편과 함께 민칸자원의 활용율 원활 

하게 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딴l의 지역륙성에 

맞는 재원개발울 가농케 하는 법률적 장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북지행정 기 

능분탐 문제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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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방스의 함슐離잠짧 離짧댔 

최 현 숙 (상지대학교 교수) 

I. 社會福社行政의 癡念

1. 사회북지의 개념 

프랑스의 모든 사회북지활동은 법과 규칙들로 상세한 부분까지 큐정되어 

있다. 그것은 프랑스의 사회북지에 대한 개념이 개인적 차원의 자션이나 박애 

의 개념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생각은 법척. 제도 

적으로 구체화하여 윗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종 급여와 서 

버스는 개인， 가록의 법적인 핀리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북지사는 국가가 발 

급하는 자격증울 가지고， 법규에 의해 정당화되는 사회북지활동율 하며， 대부 

분의 활동은 대상자의 욕구충족에 해당하는 법규률 찾아주는 법률서비스와 이 

를 기초로 한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을 규정집에서 찾아， 해당자원율 연결해주 

는 일이다(나병균， 1992:231-2). 

프랑스의 사회북지와 관련된 용어는 일반적인 개념규정과 약간의 차어가 

있다. 사회북지의 제도화된 형태인 사회보장율 구성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개별적 사회서비스(사회북지서비스)로 구분되는데， 프랑 

스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데는 ’사회보호’g‘otection s∞iale라 

는 용어률 사용하고， 사회보장securite s∞iale은 사회보험과 가촉수당만을 

의미한다. 그러고，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개념은 사회부초 aide sociale이라 

고 하며， 개별적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와 유사한 급여 및 서비스는 사 

회척 조치 action sociale 라고 한다(나병균. 1990:377: 최현숙. 1988: 159). 

여기에 사회부조와는 별도로 의료부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률 칸단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1l 

1) 본 고는 한국의 지방자치화에 따른 사회북지행정의 기능배분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프랑스 사회북지행정의 기능배분에 관한 자료률 제공한다는 입장에 
서， 나병균과 시노하라 마사히로(條鳳正博) 풍의 글을 기초로 하어 재구성한 
것임을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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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 

프랑스의 사회보험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와는 별도의 조직으로셔， 산 

업별， 직종별로 구생， 운영되고 있으며， 질병보험금고， 노령보험금고， 가축수 

당금고 퉁이 있다. 이들은 정부의 통제률 받기는 하지만 톡립적으로 천국적인 

조직율 가지고 관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북지행정에서 제외된다. 따 

라서， 1982-86년의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지방분권화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는 사회보장금고출i1 대뼈 감독율 한다. 행정감톡은 각 사회보 

장금고들의 결정(각 금고가 단체협약 둥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의 수준 동)과 

인사 및 재정에 관한 갑톡 둥율 포함한다. 행정감톡운 하지만 국가는 사회보 

장에 대하여 재정적인 참여는 거의 하지 않는다. 

2) 사회부조 

프랑스의 사회부조는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데빠뜨망이 그 권 

한과 책임의 대부분율 가지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아동부조， 가축부조， 노령 

자부조， 장애인부조， 의료부조， 사회적 부척웅자 부조， 주거부정자에 대한 부 

조가 있다(條庫正博. 1992: 93-94). 

이 중 아동부조는 천적으로 데빠뜨망이 담당하고， 꼬뭔은 데빠뜨망 부담의 

일부만을 분담할 뿐이다. 가축부조의 경우， 정부는 군인가축수당만율 지급하 

고， 나머지 생활부조는 모두 데빠뜨망의 사업으로 되어 있다. 중앙정푸는 사 

회보장제도(사회보험과 가축수당)와 관련된 시버스와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율 

유지하기 위한 급부만을 책임진다. 축， 군인가축수당， 노령 륙별수당， 생인장 

애자의 건강보험 분담금， 성인~애자에 대한 차액보상수당， 직업훈련 시설 내 

성인 장애자의 숙박보호 및 직업훈련비， 노동원조센타의 운영비， 개언보험 가 

업자의 보험료 부담， 인공 임신중절비용， 사회부척웅자에 대한 숙박과 주거부 

정자에 대한 사회부조 지출의 107}.지를 제외하고，나머지 사회부조 관련 서비 

스는 모두 데빠뜨망의 사업으로 되어 있다. 프랑스 사회북지행정의 지방화는 

사회부조 기능의 데빠뜨땅에로의 재분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사회척 조치 

프랑스에서 말하는 사회척 조치는 사회부조 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이외 

의 자나 욕구률 충축시키기 위한 각종 급여 및 서비스률 말하며， 사회보험， 

가혹수당 급여 동의 보충을 위한 보충급여와 사회부조급여나 사회북지서비스 

젠타의 비용율 충，t8'하기 위한 임의적 급여로 구생된다(나병균， 1992:껍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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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부조 
프랑스의 의료부조는 국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서비스로셔 사회부초서비 

스 부서와 별도의 담당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로서 모자보 

건， 학교보건， 보건보호， 결핵대책， 생명대책， 암대책， 정신병대책， 알콜， 

약물중독대책， 나병대책 둥이 있는데(條鳳正樓:93-94) ， 이틀 서비스 중 치료 

와 관련된 서비스는 모두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소관이고， 정기검진 동 예 

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신병 대책， 알콜중묵 

과 약물중독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되 

어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며， 한펀으로는 그 원칙에 대한 논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천 

개되고 있다. 

2. 프랑스 사회북지행정과 기능배분의 의며 

프랑스의 사회북지행정은 주로 사회부조와 의료부조에 판한 행정율 의미한 

다. 사회보험은 정부조직과는 별도로 보혐금고라는 조직율 통하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82년부터 지방분권화 작업을 착수하여 

이률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율 지방으로 이전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와 권리률 보장하며， 그에 따르는 수단을 준다는 것 

을 의미한다(條鳳正樓， 1992:91; 나병균， 1992:잃3). 

이에 따라， 사회복지행정도 분판화되었고， 사회복지행정의 지방분권화란 

지방자치제도의 자율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률 보 

다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의 현실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웅하려는데 의의 

가 있다. 또한 사회북지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소한의 범위와 수준은 국가에서 보장하고， 그 이상의 질과 양에 대 

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책임 아래에 두는 것이며， 여기에는 사회북지 

재정상의 책임도 포함된다. 

프랑스의 지방분권화는 1982년 3월 2일에 제정된 법률(꼬뭔，데빠뜨망，레종 

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법률)과 이를 개정한 1983년 7월 22얼의 법률， 그러 

고， 1983년 1월 7얼의 법률(판한의 배분에 관한 법률)과 1985년 1월 25일의 

법률에 근거률 두고 있다. (프랑스의 법률은 명칭이 따로 없고， 제정 연월일율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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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훌t會福홉d:fii훌 훌훌훌휠配分의 훌훌훌 

1. 사회북지행정 환경여건의 변화 

프랑스 사회북지행정은 1981년 5월에 미테랑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지방 

분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변화하였다. 1982년 3월 2일에 제정된 법률(소위 

지방분판법)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갑톡권율 혜지하고， 레종， 데빠뜨 

망， 꼬뭔의 톡자척인 자유와 권리률 보장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북지행정 부 

문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기능이 이양되었다. 지방분권법에 이어 

서. 1983년 1월 7일과 동년 7월 22일의 법률(소위 신권한배분법 )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괜한을 구체적으로 재분배하고， 이에 따른 재정상의 조치 

를 규정하였다(사보연. 1992:91). 

과거 프랑스의 지방제도는 매우 중앙집권적이었다. 지방단위는 혜종，데빠 

뜨망， 아롱디스망， 깡똥， 그러고 꼬뭔으로 구정되어 있었다. 각 단위를 간단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례종 

과거의 례종은 법인격인 행정단위가 아니라， 특히 경제상의 필요에 의하여 

데빠뜨망율 임의로 묶어놓은 단위로서 톡립성율 갖지 못하고， 국가의 업무를 

집행하는 행정조직이었다. 례종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례종지사， 레종의회， 

경제사회위원회가 있는데， 지사의 중요한 임무는 국가정책에 따른 경제개발， 

지역개발의 추진， 몇개의 데빠뜨망에 걸치는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조정， 

레종내 각 데빠뜨망 사이의 조정이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부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을 받 

아 공공단체로서의 법인격율 갖추게 되었다. 레종지사는 폐지되고， 국가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파견하는 지방장관과 레종의 의사결정기관인 

례종의회와 집행기관인 의장， 그러고 경제사회위원회가 있다. 

레종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격율 부여받고， 조직율 구성하고는 있지만，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비실용적인 측면과， 종전에 중앙정부의 업무만을 

대행하였먼 특수성 때문에 이 제도는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더우기， 사회부조 부문에 관하여는， 주민의 성격이 너무 다양하여 일관성있는 

적절한 대웅이 곤란하므로 레종단위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데빠뜨 

망이 탐당하고 있다. 그러고 일반 지방단위의 례종과는 달리， 빠리 둥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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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속해 있는 례종은 별도의 법 적용율 받는다(1981년 12월 31얼 법률:빠리， 

리용， 마르세이유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관뼈 둥). 

2) 데빠뜨망 

1982년 이전의 데빠뜨망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수행하는 정부의 직속 집행 

기관이었다. 데빠뜨망의 주요기관은 데빠뜨망 지사와 의회 및 위원회로 구생 

되어 있었다. 데빠뜨망의 지사는 중앙정부가 입명하여 파건하는 국가공무원으 

로서.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이고， 데빠뜨망의 행정수장이며， 꼬뭔의 

행정율 지휘， 감톡하였었다. 데빠뜨망 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서， 데빠뜨망에 

관련된 사항율 심의， 의결할 수 있으나， 의안 제출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당시는 프랑스의 행정이 매우 중앙집 

판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중요사항은 국가의 법률이나 명령으로 큐제되어 있 

었고， 중앙정부는 데빠뜨망 의휘의 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정도였다. 데 

빠뜨망 위원회는 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을 예비심사하고， 의회가 가진 

결정판율 위암받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고， 데빠뜨망 행정율 감시하는 기 

능율 가지고 있었다(국회: 210-211). 

그러나， 1982년 이후에는 데빠뜨망 지사가 행하먼 집행판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데빠뜨망 의원으로 구성하는 데빠뜨방 의회로 념겨졌다. 의회 의장 

은 정부가 가지고 있먼 핀한의 대부분을 가지게 되고， 중앙정부는 나머지 일 

정한 국가의 사무를 위하여 지방장관을 임명， 파견하고 있다(상게셔: 

210-211 ,217-218). 

3) 꼬뭔 

프랑스의 꼬뭔은 지방자치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정단체이다. 1982년 이전 

에는 입법기관인 꼬뭔의회의 권한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 그 범위가 좁아서， 

대부분 중앙정부나 데빠뜨망 정부로부터 강력한 감독을 받고 있었다. 꼬뭔의 

회가 정하는 특정조례는 집행 전에 합법성을 검토받기 위하여 데빠뜨망 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했고， 지사는 재의에 붙이거나 무효화시킬 수 있을 정도였 

다. 꼬뭔의 장은 꼬윈의 집행기관이지만， 주업무는 중앙정부 및 데빠뜨망 지 

사를 통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화 이후 꼬뭔의회는 명예직이 아닌 주민의 직접， 보통선 

거에 의해 선출된 꼬뭔의원으로 구성되고， 꼬뭔의회의 의장율 중심으로 하여 

자기 꼬뭔에 관련된 사항의 대부분율 결정하여， 데빠뜨망 정부의 인준절차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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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집행부는 의회에서 선출하여 임명한 사람에 

게 일임하고， 그가 중앙， 혹은 데빠뜨망 정부와의 관계률 유지하도록 하고 있 

다. 이률 ’메르’Maire라 한다(국회 :212， 218). 꼬뭔 의회가 검토하는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즉， 꼬뭔 내의 도로 정비 및 보수계획， 도시계획법에의한 도 

로점용계획， 구호대상지역을 제외한 공공구호물의 분배에 관한 구역， 사회구 

호소 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 사회구호소의 셜치， 사회구호소 이외의 자선기 

관 업무의 승인， 가혹.사회구호법의 사회구호금지급신청， 유적 분류， 신도시 

구역 초성 퉁이다(내무부， 1986: 39-40). 

참고로， 프랑스의 지방정부의 수와 인구분포률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프랑스의 지방정부(1990) 

례종 데빠뜨망 꼬뭔 

갯수 26 100 36, 763 

인구 I백만이하 : 9.1% 20만이하 13% 5백이하 : 59. 0% 
분포 1백-2백만 : 40.9 20-40만 :34 5백-1천 18.1 

2백-3백만 : 27.3 40-60만 : 22 1천-5천 : 18.1 
3백-4백만 9.1 60-80만 9 5천-1만 2.4 
4백만이상 : 13.6 80-1백만 5 1만-5만 : 2.0 

l백만이상 17 5만이상 : 0.4 

*출처 Insee, Annuaire Statistique de 1a France, 1990. 

2.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의 변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스의 사회북지행정은 실질적으로 사회부조행 

정과 보건， 의료행정율 의미한다. 지방분권화 이천에는 국가가 강력한 중앙집 

판적 권한을 가지고， 사회북지와 관련된 모든 차원의 행정을 관장하였었다. 

따라서， 지방단위의 행정단위는 중앙정부의 행정에 종속되어 있었고， 톱자적 

인 결정이나 처분율 하기가 어려웠다. 그것은 성격이 다른 지방단위의 톡자성 

이나 주민의 특수성， 고유정 동을 고려할 수 없었다는 것율 의미한다. 그러 

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진 이래， 사회부조와 의료서비스의 권한은 대부분 중 

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전되고， 국가는 법률의 제정과 최소한의 보장에 

대한 책임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회부조의 지방자치화는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 단위 중 데빠뜨빵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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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그러나 혜종 단위와 꼬뭔 단위에 사회부조와 관련된 행정이 천혀 

없는 것은 아니다. 레종은 직접적인 의사결정은 하지는 않지만， 레종 보건사 

회국율 통하여 국가의 업무를 얼부 수행하고， 필요한 정우， 데빠뜨망 칸의 관 

련업무률 조정하고 있다. 

레종 보건사회복지국은 기폰의 1977년 중앙정부의 출선 기관인 레종위생， 

사회북지사업부， 레종 보건감찰국， 례종 사회보.~댁이 통합된 것이다. 

그러고， 꼬뭔단위에서는 사회사업센타를 통하여 사회북지활동의 업무를 실 

시하고 있다. 사회사업젠타는 1953년에 창설된 사회복지사무소가 발전한 것으 

로서， 1978년 이후부터 사회복지센타로 불리우면서， 해당 데빠뜨망에서 탐당 

하는 사회부조의 접수와 주민상탑을 하고 있다(條底正樓:96). 

사회부조와 의료부조에 있어서의 권한채분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부조 

사회부조에 있어서의 모든 업무는 신권한배분법에 의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단위로 배분되었는데， 그 중， 실질적인 권한은 대부분 데빠뜨망에 

이전되었다. 레종단위는 주민의 성격이 녀무 다양하여 일관성있는 적절한 대 

웅을 할 수 없으므로 사회부조의 행정을 담당하는데 부적합하고， 꼬뭔단위는 

주민의 성격과 욕구를 포착하기는 가장 쉽지만， 인구 1천명 이하가 8()%가 될 

만큼 자세히 분활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행정율 운영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지역 간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사회북지행정에 있어서 서비스의 수준 

이 차이가 날 가농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의료，보건 

의료，보건 서비스 역시 사회부조와 마찬가지로 신권한배분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분탐하였다. 의료·보건에 있어서의 기능은 예 

방활동과 치료활동으로 구분뼈， 예방활동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치료활동 

은 중앙정부가 탐~J하도록 하였다. 예방활동의 지방정부로의 설질적인 이전운 

데빠뜨망으로 배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별서비스에 대한 권한은 이념 

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갯이 현실이다. 이는 

현재 프랑스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이해관계와 정당성의 문제， 원칙 

자체에 대한 이건 둥 지방자치화의 과정에서 훨연적으로 걸러져야 

할부분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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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량스 社會福활行훌훌 훌훌뿔홉分의 現않 

1. 중앙정부와 지방청부의 관체에 관한 얼반척 특성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척언 나라였다. 국가는 데빠뜨망에 관리률 

파건하여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동시에 지역단체에 대한 통제와 감 

독올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2년 지방분권법이 제정된 이후에는，1) 

지역단체에 더 많은 지유를 보.~하고(1982.3.2. 법/ 1982.7.22. 깨정)， 2) 지 

역단체에 새로운 핀한을 배분하며(1983. 1. 7. 법)， 3) 그에 따른 집행수단률율 

지역단체에 이관시켰다. 국가는 법률과 법령의 제정권반을 가지고 있게 되었 

다. 

1) 지역단체에 자유보장 

중앙정부가 강력한 통치권율 가지고 통쩨， 조정하던 대표적인 예는 지방정 

부에 대한 행정감독이었다. 지방분권법 이후 지역단체에 대한 행정감톡을 줄 

이고， 행정의 영역을 넓여 주었다. 

중앙정부는 데빠뜨망이나 모뭔이 시행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감독을 

완전히 삭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사행l 대하여， 상급기관에서 

취소할 수 없고， 행정재판소에서만 가농하도록 하였다. 재정 감독이 완화되 

고， 오히려 지방자치의 결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안게 되는 부분에 대하 

여는 국가의 보조금율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각지역의 

성격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는 행정재량편이 확대된 것이다. 이는 종래의 데 

빠뜨땅에 지사를 두어 행정율 집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데빠뜨땅 의회 의장에 

게 결정한 것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집행권을 부여 하였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지사제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의 고유한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장관을 파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권한과 더불어， 특히 사 

회부조 부문에서는 새로운 권한이 매우 증가하였는데， 대부분의 사회부조 업 

무가 중앙정부에서 데빠뜨망으로 이전되었다. 

2) 지역단체에 새로운 판한 부여 

1982년 3월 2일에 제정된 소위 지방분권법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후건 감톡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다. 1983년 1월 7일 법과 이률 보완한 1983 
년 7월 22일 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을 재분배하고，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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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의 초치률 규정하였다. 

이는 권한의 구역화 원칙 b10c de c。뼈때ce에 따라 국가의 권한이 지역 

단체로 이관되었는데， 도시계획， 국토정비， 교육， 문화， 운수 및 사회부조와 

의료， 보건 둥이 이에 해당한다. 이종 사회북지와 직첩 관련되는 사회부초와 

보건， 의료부문은 대부분 데빠뜨망으로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꼬 

뭔의 위생국 운영과 례종의 직업훈련이 있다. 이률 〈표 2>에서 살펴보면 다옴 

과같다. 

〈표 2> 권한배분 및 재원보상 형태 

단체l 배분된권한 시행일 재원보상의 형태 

혜종 .직업훈련 1983.6. 1. 세원위임 및 개벌교부금 
.어선단원조 1984. 1.1. 지방분권 일반교부금 
.해양양식사업원조 1984. 1.1. 지방분권 일반교부금 
.중학교 및 륙별교육시설 
의 건셜，운영-경상비 1984.1.30. 지방분권 일반교부. 곰 

-투자비 1986. 1. 30. 례종학교설비교부금 

데빠뜨망 .사회부조 및 의료.보건 1984. 1.1. 세원위임 및 지방분권 
일반교부금 

.상업항，어항의 개설，운영 1984. 1.1. 지방분권 일반교부금 

.해양양식정비사업원조 1984. 1.1. 지방분권 일반교부금 

.롱학교통의운영 1984.9. 1. 지방분권 일반교부곰 

.중학교건설，운영 
-켜U차 。버 l 1985.9. 1. 지방분권 일반 교부금 
-루자비 1986. 1.1. 데빠뜨망충학교설비 

교부곰 
.문화:중앙도서관건설，운영 1986.6. 1. 지방분권 일반교부금 

꼬뭔 .도시계획서 작성 1983.10. 1. 지방분핀 일반교부금 
. 꼬뭔 위생국 운영 1984.10. 1. 
.토지이용의 인가 1984.4.1. 
.문화:꼬뭔도서관 건셜，운영 1986. 1.1. 
. 요트항구건설， 운영 1984. 1.1. 

륙별혜종 .교육/문화/환경/교통 1986.1.30. 지방분권 일반교부금 

*출처 Journa1 Officia1 , 1991: 條鳳正博， 1992:92.를 재구성 

3) 집행수단의 지역단체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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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관한률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관되어 오면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 <.표 2>에셔 보는 바와 같이 재정부담은 국7뻐I서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국세의 일부분은 지방세화(자동차 주차 위반세 동)하 

여 충.~하고， 지방빼l 따른 국가의 일반보초금율 매년 지급하고 있다. 집행 

수단으로서 재정 이외에 사회복지전달체계상의 변화는 인사관계이다. 종래에 

국가공무원으로서 지방단체에 파견된 형식으로 근무하먼 사람률은 소숙과 신 

분이 변화하였다(나명균， 1992:잃4-235). 

2. 중앙청부와 지방정부간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의 법척 근거와 원칙 

지방자치와 사회북지행정의 법적 근거는 다음 4가지의 법과 개정안율 중 

심으로이루어져 있다. 

Q) 1982. 3. 2. 법 : 꼬뭔， 데빠뜨망， 레종의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1983.7.22. 개정 

@ 1982.7.17. 법: (지역경제) 계획의 개혁에 관하여 

@ 1982. 12. 31. 법: 빠리， 리용， 마르세이유의 륙수한 법적지위에 관하여 

@ 1983. 1. 7. 법/1985. 1. 25. 법 : 판한률의 배분에 관하어 

1) 1983. 7. 22. 법에는 사회부조에 관한 중앙정부의 107}.지 사무가 할당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규정된 사무는， 군인가혹수당， 단순수당(노령 륙별 

수당)， 생인장애자 질병보험 분담금， 성인장애자에 대한 차액보상수당， 직업 

훈련시셜 생인장애자의 숙박개호 및 직업훈련비， 노동원조센타 운영비， 개인 

보험가입자 보험료 부탐， 인공임신중절， 숙박， 사회북귀센타 체제비용， 주거 

부정자에 대한 사회부조 지급 퉁이 그것이다. 

2) 이률 권한 재분배의 기준은 1983.11. 4.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첫째， 국민연대 solidarite national 관련사항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연대 solidali te 1∞ale/solidalite voisinage 관련사항은 데빠뜨망이 책 

임을탐당한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관련사항은 중앙정부가 담당한다. 

세째， 최저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급부는 중앙정부가 담당한다(像鳳正 

博: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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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 재분배에 따른 부담 배분의 얼반원리는 다음과 같다(1983. 1. 7. 법). 

@ 권한 재분배에 의한 지방정부의 부담 발생에 대하여 완전 보상한다. 

@ 지방정부에의 재원보상은 세의 이전과 보조금으로 한다. 

@ 중앙정부의 보상핵 결정은 회계검사원의 행정관 주재 하에 례종，데빠뜨 

망， 꼬뭔의 지방의원 16인으로 구성되는 부담평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률 

받는다. 

4) 사회부조와 의료보건사업의 기본원칙 (1983. 7. 22. 법)은 다읍과 같다. 

0) 1개의 행정사무를 2개의 정부에 중복하여 배분하지 않는다: 각 단계 

정부책임의 명확화 

@ 권한을 할당받은 지방정부는 전액 그의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 

한다. 

@ 륙정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후천감톱은 인정하지 

않는다. 

@ 데빠뜨망은 법률로 정한 급부조건을 상회하는 급부를 시행할 수 있 

다. 단， 그 나머지 비용은 전액 데빠뜨망의 자비부탑이 된다. 

@ 대빠뜨망과 꼬뭔은 자기 예산 중에서 임의부조률 실시할 수 있다. 

@ 부탐배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데빠뜨망 사이의 상호이해가 필요하 

다. 중앙정부의 부탐비용이 있는 사업은 각 데빠뜨망이 의무척으로 

매년 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회부조나 보건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비용은 데빠뜨망이 부답 

한다. 그 중， 중앙정부의 급부사항은 중앙정부에 의한 교부금의 형식 

으로 데빠뜨망에 상환된다(전게서: 100-100. 

3. 중앙정부-지방정부칸 사회북지행정 구조와 기농배분 실태 

중앙정부의 많은 편한이 지방단체로 이양되지만， 그 권한을 규정하는 권한 

은 중앙정부에게 있다. 즉， 중앙정부는 의회의 판한과 법률제정의 판한율 가 

진다. 이에따라， 사회부조 급여의 지급조건은 국가만이 법령으로 제정할 수 

있고， 데빠뜨망은 사회부조의 가장 좋은 지급조건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결정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변화의 내용율 명가하여 보면， 개혁은 정치，행정의 구 

도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스 행정의 4단계 구조인 꼬뭔， 데빠뜨 

망， 례종， 국가의 구조를 강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나병균:잃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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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링}스 사회북지행정의 조직구조는 국가만위， 레종단위， 데빠뜨망 단위와 

꼬뭔 단위로 이어진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별개의 사회복지망 

으로서 사회북지 전문인력이 활동하는 지구와 구역이 있다. 구역과 지구는 사 

회북지 전문가들이 사회북지기관율 중심으로 활동하는 범위로서， 국가의 행정 

단위가 아닌 전문적인 활용II 척합하도록 몇개의 지방자치 단체를 하나의 단 

위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표 3) 참조). 

〈표 3) 프랑스 사회복지행정의 기본 구조 

단위 행정책임 실무대표 

국가 사회 및 연대성부 장관 보건담당대표장관 1인 
가축，노인，장애자 담당장관 2언 

혜종 혜종 지사 지방 보건사회부장 
데빠뜨방 데빠뜨망 지사 부장/ 주제별 프로그램 위원회 
구역·지구 
꼬뭔 메르/ 

사회북지센타의 장 꼬뭔 사회복지센타 

1) 국가단위 

국가단위의 사회북지 담당 부서는 사회 및 연대성부(ministere de la 

〈표 4 ) 국가 단위의 사회복지행정조직 

사회 및 연대성부 (장관) 

보건담당 가축， 노인， 장애자 문제 탐당 
(장관 1) 정무장관 2) 

- 사회복지행정의 일반심사부 
-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전담부 
- 총무부(인사 및 일반행정 ) 
-국제관계담당 
- 통계 , 연구， 정부체계 전탑부 
- 사회보장부 
- 사회북지부 : 가혹 빛 아동북지/ 사회적응/ 노령 및 사회 

부조/사회사업 및 기타 사회북지기관， 시설 
- 인구 및 이민 업무부 
- 보건 전담부 
- 병원 전담부 
- 약업 전담부 
- 국휩 보건원 
- 귀환국민 전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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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e et de la soli없rite)이다. 사회 및 연대성부 장관 산하에 보건담당 

대표 장관과 가족및 장애자와 노인문제률 담당하는 정무장관율 2명 두고 있 

다. 그러고， 서비스의 륙정별로 담당부서률 두어， 각 지방자치단체률과 업무 

분담 및 조정을 하고 있다. 분담부서는 위의 〈표 4>와 갈다(나병균， 1992: 

237-껑8). 

중앙정부의 조직에서 사회부조와 관련된 업푸는 군인가축수당， 단순수당 

(노령 륙별수당)， 생인장애자 질병보험 분담금， 성인장애자에 대한 차액보상 

수당， 직업훈련시설 성언장애자의 숙박개호 및 직업훈련비， 노동원조센타 운 

영비， 개인보험가입자 보험료 부담， 인공임신중절， 숙박， 사회북귀센타 체제 

비용， 주거부정자에 대한 사회부조금 지급 둥이다. 이러한 내용율 중앙정부 

의 사업으로 할당한 이유를 보면 다음〈표 5>와 같다. 

〈표 5 > 중앙정부의 사업과 할당 이유 
사업명 

1)동거가축수당 
2)단순수당 
(노명 특별수당) 

3)성인장애자 질병 
보험분담금 

할당이유 

-국방에 관한 중앙정부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보완(해외의 노령수당 비대상자) 
-국제 상호규정 준수(15년 이상 도시거주 외국인) 
-최져소득의 보장， 국민연대 
-질병보험(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은 국가책임 

4)성인장애자 차액 -기득권 보장율 위하여 차액수당의 중앙정부 실시 
보상수당 

5)생인장애자 직업 -직업， 교육훈련은 래종의 책임이지만， 
재훈련시설 숙박비， 의료，보건은 아넘. 중앙정부의 부담. 
직업훈련비 

6)노동원조센타 
운영비 

-데빠뜨망의 재정부담 완화 

7)개인보험가입자 -사회보장관련사항은 중앙정부의 책임 
보험료부담 

8)인공임신중절 

9)숙박，사회복지센타 
체제비용 

10)주거부정자에 대한 
사회부조지급 

-질병보혐의 보완역할(사회보장 비해당부분 보충) 
-인구정책은 중앙정부의 역할 
-최저생활 보장， 국민연대 

-최저생활보장， 국민연대 
-데빠뜨망의 재정부담 경감 

첼처 G. Gontcharoff, La decentralisation, 1 ’ action s뻐itaire et 

social , 1985. t쫓鳳正樓， 1992:9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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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례종 단위 

례종은 프랑스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위이지만， 1982년까지는 법정 지방 

자치단체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륙수한 목적(륙히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행 

정단위였기 때문에， 그리고， 데빠뜨망 같이 일정한 통제 범위의 영역으로는 

녀무 넓기 때문에， 아직도 계획을 위한 중앙정부의 업무를 집행하는 지역단체 

의 성격이 캉하고， 사회북지업무에서는 국가와 례종 간의 업무 분담이 따로 

없다. 

프량스 례종의 사회북지 관련 행정부서는 례종 지방보건사회부이다. 이는 

물론 례종의회의 의장율 정점으로 하여， 지방 보건사회부장이 있고， 그 아래 

계획업무 담당부서， 운영 감톡업무부서， 사회보장 법률업무 탐당 부서로 구분 

되어 있다. 계획업무 숙에는 보건지도， C. R. H. , 사회 및 의료사회 지방위원 

(C. R. 1. S. M. S. ), 보건사회시설의지 방위원회 (C. R. E. A. 1. ), D. R. E. S. S. 동의 지방 

위원회， 재정조청， 가축계획， 부적웅 아동 및 청소년율 위한 지방북지첸타， 

교육· 갑톡， 사회 및 준의료 전문학교 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준의 

료， 사회， 병원 행정탑당자에 대한 시험 및 선발고사를 실시한다. 운영갑묵 

업무는 예산 및 재정 감톱， 보건사회 기관， 사회보장 기구의 감사， 기술심사 

관， 기술협력관과 보건비용의 통제， 학교 및 지방기구률에 대한 자문 및 갈둥 

율통제 하는 일이다. 

그러고， 사회보장 법률업무는， 사회보장기구들에 대한 행정 및 기술 감톡， 

협정요금 및 책임에 관한 규칙의 제정， 사회보장에 관한 일반 사법 및 기술분 

야 사법업무률 말한다(나병균， 전게서 :239). 

레종 보건사회북지국은 레종지사의 캄톡하에 었으며， 그 역할은 @ 중앙정 

부나 례종의 보건， 사회복지계획의 준비와 추진，(2) 보건， 사회북지기관， 사 

회보장기관에 대한 재정감톡，@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지도 

둥이다(條鳳正博:96). 

3) 데빠뜨망단위 

데빠뜨망 단위에는 주민이 뽑은 의회와 국가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파견된 

지방장관이 공존하고 있다. 데빠뜨망 의회에서는 의장을 중심으로 데빠뜨망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율 심의， 결청， 집행하고 있다. 지방장관은 국가의 고 

유한 업무로 남아있는 부문에 관하여만 책임을 지고 수행하고 있어， 개혁 전 

보다 월둥하게 그 권한과 임무가 제한된 것이다. 사회복지행정의 경우， 국가 

기관으로서의 데빠뜨망 보건사회부는 기존 인력의 약 70%.가 축소되면셔，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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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데빠뜨망 의회 소속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 데빠뜨망에서의 

국가서비스 활동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방향과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조직은 그 조직이 운영， 지도， 조정， 통제 활동을 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 각 소속부서는 사회문제와 보건위생문제가 연결되어 있으므 

로 북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생활 개선활동과 직접서비스 사 

이에 장벽이 없어야 한다.@ 보건 위생 및 사회북지 기관률의 운영분석， 행 

정， 재정감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규모의 데빠 

뜨망이라도 견고한 총무부서 조직이 필요하다.@ 정보기기， 문서， 통계， 정 

보기능율 맡는 부서률 총무부서에 소숙시키는 것이 좋다.(J) 새로운 조직은 

중앙부서의 요휴R 우선적으로 적웅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야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 데빠뜨망에는 2개의 사회부조환련 부서가 생겨났다. 그 

것은 정보 및 총무부서와 생활개선 및 직접서비스 담당부서이다. 여기서는 직 

접 국가업무에 속하는 일의 처리를 비롯하여， 보건위생활동， 정신보건 정책 

수립 밀 실천， 취학아동· 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활동， 교도소 보건위생감묵， 

사회개발둥이 있다. 

한펀， 데빠뜨망 의회에는 의장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북지 관련 업무의 많 

은 부분을 인수하게 되었다. 담당부서의 명칭도 데빠뜨망마다 자율적으로 사 

용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트응지만 기능은 비슷하다. 일반행정 업무， 아동북지서 

비스(아동 사회부조，모자보호)， 의료부조， 노인부조， 장애자 부초， 가촉부조 

둥 사회부조 천반， 그러고 관할구역 내의 사회북지기관에 대한 감톱과 다목적 

사회북지사률 롱한 사회북지활동의 전개 둥이다. 데빠뜨망의 사회북지 관련 

서비스업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직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 

지고있다. 

4) 꼬뭔 단위 

프랑스외 꼬뭔은 규모가 가장 작은 단위의 지방자치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 하나의 행정단위로서의 꼬뭔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 

다. 사회부조로셔는 데빠뜨망이 책임을 맡고 있는 아동부조 지출 충의 일부 

부탐금만을 분담하고 있고， 의료， 보건에 있어서는 꼬뭔 소톡사업국 및 위생 

국을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회북지 관련 활동은 법인체인 사회북지센 

타 centre com빼na1 d ’ action s∞ia1를 운영하여， 여기에서 법정 사회부조， 

법정외 사회부조 빛 꼬뭔내에셔의 사회복지활동을 조정하는 사회사업서비스률 

제공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條鳳正博: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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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사회부조신청의 접수， 서류작성， 중앙정부와 데빠뜨망에 제출 
(법정 사회부조) 

@ 가사부초셔버스， 노인 홉의 설치， 운영 동 꼬뭔 재량의 압의부조 실시 
(법정외 사회부조) 

@ 꼬뭔 내에서 행하여지는 목적이 같운 공적사업과 민간시설의 사회복지 
활동의조정 

프랑스 사회북지행정의 기능배분 현황을 사회부조로 요약해 보면， 다읍의 
〈표 6).과 같다. 

〈표 6) 프호F스 사회부조행정의 기능배분 

중앙정부 데빠뜨망 꼬뭔 례종 

。}동부조 -없읍 -모든사업 지출의 례종보 

가족부조 -군인가족수당 -생활부조수당 

일￥부탑복운 건져영 사국회 

노령자부조 f뚫훌혈수당) -센사타회사운업영 

장애자부조 

없음 

의료부조 보 끼인험용인보료입험우A가탑충입철자비의용 藝협꿇 없음 
웅사자회적부조 부척 -숙비스박의，사 혜회북재귀비용 서 -가임수당 없읍 

주부조거 부정자 -주한거 사부회정부자조에지출 대 없음 없음 

*출처 :Gonc뼈roff， 1990: 條鳳正傳， 1992:93-9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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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칸 사회북지재정 배분실태 

프랑스에서 지방자치화가 됨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판한이 이 

관된다는 것은 당연히 이에 상웅히는 재정부담이 있다는 것울 의미한다.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기존의 셰금율 지방세화하여 이에 충당하도 

록하였으며， 특히 사회부조와 관련되는 재정에 판하여는 지방분권 일반교부급 

율 설치하여 연도마다 부축분을 보충해 주고 있다. 

지방자치화에 따른 재정배분의 원칙은 1983년 1웰 7일 법에 다옴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판한채분배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정부의 부담은 완전히 보상된다. 

@ 지방정부에 대한 재원의 보상은 세의 이전과 보초금으로 충당한다. 

@ 중앙위원회가 보상액율 결정할 때는， 회계감사원의 행정관 주재 하 

에 레종， 데빠뜨땅， 꼬뭔의 지방의원 16언으로 구성되는 부탑명가위 

원회의 심사를 받。싸 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 지방자치화의 개혁 이전에는， 사회 

북지와 관련하어， 군인가축수당，주거부정자 부조와 데빠뜨망 위생북지국，중 

앙사회복지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중앙정부가 담당하였고， 이에 따른 비용부 

탑도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회북지 관련 

서비스에 관하여는， 중앙정부， 데빠뜨망， 꼬뭔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비용 

부탑운 사회부조， 보건셔비스를 3종류로 분류하여 (1955.5.22. 시행령)，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그룹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배분을 결정 

하였다(條鳳: 102). 
제 1그룹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아동부조와 위생，보건 예방사업으로셔， 중 

앙정부가 전체 비용의 8앓률 부담하고， 데빠뜨망은 17%률 부탐하며， 꼬뭔은 

비용부담을 하지 않았다. 

제 2그룹은 의료부조와 숙박및 사회복귀를 위한 주택부조， 성인장애자 질 

병보험 분담금， 인공임신중절로서， 국가가 65%률 부담하고， 데빠뜨망과 꼬뭔 

이 공동으로 3앓를 부탐하도록 규정하고， 각 꼬뭔의 사정에 따라 꼬뭔이 그 

중 10-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데빠뜨망이 부담하고 있었다. 

기타 사회부조로서 노령자부조와 %빼자부조， 거택 및 병원 의료부조는 제 

3그룹으로 분류되어， 중앙정부가 전체의 3없를 부담하고， 데빠뜨망과 꼬뭔이 

나머지 없%를 부담하도록 하여， 데빠뜨망운 25-80%, 꼬뭔은 20-7짧를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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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었다. 

〈표 8) 개혁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부담 

구분 서 비 스 중앙정부 데빠뜨망 꼬뭔 

제1그룹 아동부조， 위생， 보건 예방 83% 17" ü" 

제2그룹 의료부조(정신병， 결핵). 6닮 L- 3앓 」
숙박 및 사회북귀를 위한 주택부조 (50-9Ü") (10-짧) 
성인~애자 질병보험분담금， 
인공엄신중철 

제3그룹 기타 사회부조(노령자부조， 장애자 36n L- 64" ---1 

부조， 거택및병원의료부조 (25-顧) (20-75n) 

개혁후의 변화는 1983. 1. 7. 법과 1983. 7. 22. 법의 원칙에 따라， 구혜 

적으로 다읍과 같이 나타났다. 

@ 권한채분배에 따라 할당된 사무에 관한 비용은 모두 그 정부의 예산에 

맡긴다. 사회부조 및 의료·보건은 1984년 1월 l일 이후. 3년 이내에 실시하 

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부담이 증가한 16데빠뜨망에 대한 1983년 12월 23 

일의 시행령은 3년간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일반교부금으로 1억 3천만 프랑율 

보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꼬뭔의 부담대상운 데빠뜨망의 법정부조에 관한 비용과 데빠뜨망에 할당 

되는 의료·보건사업 비용에 국한한다. 꼬뭔의 매년 부담 총액은 데빠뜨망 의 

회가 결정한다. 축， 전년도 꼬뭔부탐 총액과 당해 데빠뜨망 지출 총액의 전년 

도 신장률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꼬뭔의 부담 

배분 방식은 북잡하다. 꼬뭔의 부탐 충 고정적 요소는 1983년도 꼬뭔의 

부담액과 동일하게 결정하고， 가변적 요소는 꼬뭔의 재정력， 수급자 수， 인구 

적 요인(노령자 수， 아동 수， 고용상태 동) 중 적어도 하나를 고려하여 결정 

한다. 

@ 자치단체의 부탑에 대한 보상은 세원 이양과 지방분핀 일반교부금율 창 

설하여 충당한다. 중앙정부에셔 징수하먼 세원총11서， 자동차세， 둥록세， 부 

동산 광고세를 데빠뜨망에 이양(1984년)하고 지방분권 일반교부금 창셜하였 

다. 

@ 중앙정부의 데빠뜨땅에 대한 지불부탐(가축 및 사회부초법 189-190조의 

-262-



큐정)은 매년 전년도 지불분의 일정비율(8/10)로 정하고， 그 차씩은 데빠뜨망 

이 부탐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인플레와 사회부조 수요의 중대에 따른 데빠 

뜨망의 기 재정압박완il 대하여는 중앙정부가， 1985년 이후， 매년 상반기 중 

1112 씩 12년간 상환하기로 하였다(條鳳正博: 103-105). 

N. 프랑스 社會福밟行政 훌훌龍홉分의 륙성과 문제점 

1.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의 특성 

프호F스 사회북지행정의 기능배분에 대하여， 앞장에서 서술한 내용율 간단 

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북지행정은 사회부초와 보건， 의료 행정을 의미한다. ’사회보장’ 

(사회보험과 가혹수당)에 대해서는 지도， 감톡만율 담당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 사회부조 급부의 내용과 자격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 사회부조의 주 탐당 정부는 데빠뜨땅에 주어졌다. 

@ 중앙정부는 국민연대와 관련되는 사항율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지역연 

대와 관련되는 사항율 탐당한다. 

@ 중앙정부는 최저 수준과 관련된 사항을 탐당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륙 

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보건， 의료의 경우， 중앙정부는 치료를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예방을 

담당한다. 

@ 판한 재분배의 원칙과 실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 서비스 내용에 따라 재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 권한의 배분에는 재정의 부담이 반드시 따른다. 

2. 사회복지행정 기농 배분의 문제점 

프랑스의 지방분판화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의 기능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지만， 분권화 작업이 완성되는데는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신권한배분법의 판한의 일괄 이양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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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부조 증에는 앞에서 기술했던 것과 같은 법 

에 규정한 부담배분의 얼반원리에 따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예를 툴면， 노동원조센타의 운영비나 주거부정자에 대한 서비스는 국민연 

대라기보다는 지역연대와 관련이 있으므로 데빠뜨망의 책임업무로서 사회부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업무로 배분되어 있다. 숙 

박， 사회북귀센타의 체재비용과 주거부정자에 대한 사회부조 지출 역시 지역 

연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데빠뜨망의 책임으로 분류되는 내용이 

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업무로 배분되어 있다. 이것은 선거에 의하 

여 선출되는 지방의회의 의원률은 실제로는 유권자의 욕구에 따라 활동하기 

때문에， 권한율 위양받더라도 상대척으로 선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들 

율 위한 셔비스는 적극적으로 제공되지 않울 것이라는 예%빼문인 것으로 명 

가되고 있다(條原正傳:96). 

그리고， 나병은 예방과 치료 둥 모든 활동이 데빠뜨망의 책임으로 되어 있 

다. 이것은 질병의 치료는 중앙정부가， 예방은 지방정부가 담당한다는 원칙 

에 위배된다. 그러나， 발생빈도가 낮고， 따라서 재정부담도 적으므로 데빠뜨 

망의 사무로 둔다는 것이 이유다. 정신위생사업은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규정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정신위생사업운 데빠뜨망 단위에셔 실시되고 있는 것도 

원칙과 실제의 불일치률 보이는 예이다. 

한펀， 원칙과 관련하여， 현재 프랑스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학교보건 

(아동의 건강유지， 관리)의 분권화에 관한 부분이다. 학교보건은 현재 중앙정 

부의 책임업무이고， 지방정부(데빠뜨망)에서는 분판화률 요구하고 있다. 이 

는， 지방분권화 정책을 정착하는데 있어셔， 학교라는 교육제도와 보건이라는 

북지제도의 충북되는 영역에서의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중요 

한 기준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찬성과 반대의 의건을 칸단히 살펴보 

면， 다음과같다. 

@ 찬성측 의견 . - 감기예방율 위하여 학교보건에 대한 우선 투자가 필요 

한데， 현재는 검진시간이 매우 짧고， 무료진료의 실시가 드물고， 서비스가 불 

충분하다 학교보건은 모자보호， 아동부조와 연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 

직한데， 이것은 데빠뜨망의 사무이므로 학교보건은 당연히 데빠뜨망의 책임 

이다. 

@ 반대측 의견 학교보건서비스는 지역의 북지시스탬보다는 중앙의 교 

육시스템과 연결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 학교는 지역사회와 폐쇄된 존재이므로， 분권화를 실시하여도 아동의 현 

-264-



실생활과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 분권화하면， 데빠뜨망의 재정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참고로， 기폰의 중앙정부의 공무원률은 국가 공무원으로 남아 있기률 원하 

기 때문에 학교보건의 지방화률 반대한다. 여기에셔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 

원의 위상문제가 대두된다. 

2) 권한채분배의 기준으로서 국민연대와 지방연대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연대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인 이념에 속하는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프로그램율 배분하는데 지침으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연대의 개념을 기본이념으로 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구분의 기준올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다. 록， 국민연대 

와 지역연대는 무엇이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개별서비스는 어떻게 국민연 

대， 혹은 지역연대로 구분하는7}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는 것이다. 

3) 사회변화에 따라 신권한배분법의 사무배분에서 재고되어야 할 서비스가 

존재한다. 

현재의 괜한분배 원칙은 질병에 있어서， 예방운 데빠뜨망이， 치료는 중앙 

정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암대책과 성병대책의 경우， 결핵이나 

나병과는 탈리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예방부터 치료， 사회북 

귀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예는， 원 

칙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 

무도， 보다 효율적으로 대웅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울 강조하는 것이다. 이미， 

정신병과 알콜중독， 약물충톡에 대한 대책은 예방부터 치료까지 중앙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탐당하도록 되어 있다. 

4) 법정부조의 경우 꼬뭔의 실질적인 판한은 소멸되었는데 부탐만 남아있는 

현상은 분권화에 위배된다. 데빠뜨망의 부담을 꼬뭔에 전가하는 현상은 꼬 

뭔과의 분쟁을 일으키는 소지가 되고 있다. 

5) 사회부조， 보건의료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따른 재원확보가 어렵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위양된 자동차세나 지방분권 일반교부금이 재 

정수요의 비율을 따라가지 못한다. 사회북지를 실천하는 것은 그에 상웅하는 

재원의 확보률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재원 확보의 문제 

는 지방분권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특히 산업 낙후 지역에 다 

른 지역과 통일한 교부금 비율율 적용한다면， 재정부혹의 현상은 섬할‘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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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훌훌빼 社홉훌훌&行政 훌훌홉홉分때 대한 시사점 

앞에서 프랑스의 사회북지행정 전반에 대하여 고찰한 이유는 결국 외국의 

행정분배의 예률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일반화될 때， 가능한 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프랑스와 한국은 강력한 중앙집판적 관료쩌1라는 정치문화적 륙성율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는 점에서， 일차척인 유사성율 찾율 수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의 중앙집핀제는 권력의 중앙집중이라는 

문제률 안게 되어 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이 지방분판화 작업인 것이 

다. 프랑스는 1982-1986년에 지방분권화 관련법을 제정하여， 각종 규정율 신 

설， 개혁하여 지방분권화률 정착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화를 추진 

하여， 1992년에 주민의 선거툴 롱하여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률 구성하고 었다. 

지방분권화가 되면， 여러가지 변화 중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프랑스의 사회보호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가혹이라는 사회의 기본단위의 자율성을 보;협}기 위한 수단으로， 사 

회집단 내의 연대성율 이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나병균， 1990:378). 우 

리는 사회북지사업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보다 객관 

척이고도 국민 중심적으로 논의되고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연대성이라 

는 왕범위한 개넘이 어떻게 사회복지라는 장과 과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 

는가에 대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것은 또 어떻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 기능과 역할에 관련되는가률 규명뼈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방의회의 톡립성이 

다. 이의 보장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될 것이지만， 륙히 사회북지분야에 있어 

서의 대폭척인 권한과 책임의 이양이 있율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지방 

의회 의원의 사회북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데， 프랑스의 경우와는 탈 

리， 우리나라에셔는 아직 사회복지의 수준이 매우 낮고， 북지의식도 보펀화되 

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회 의원률의 북지의식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가 측 모든 사회복지 셔비스를 법률적 규정에 의 

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모든 국민이 사회북지에 대한 공공 

책임율 당연시하고， 따라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법률적， 제도 

척으로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최져수준 이상의 지방 단위의 복지급여 

의 내용과 수준율 결정하는 것운 지방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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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법률척 규정 이외의 셔비스 수요에 대한 대책은 민간 북지활 

동의 영역이 된다. 민칸 사회북지 활동은 외국인 이민 노동자나， 새로 발생하 

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법률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상， 축 제도핀 내에셔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원리적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볼 때， 현재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북지서비스는 재고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하루 빨리 활발하게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정우， 사회복지 행정가는 곧， 사회사업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 행정7에기 때문에， 전문성과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펀이다. 

최근 개시된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사회북지 행정 

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공공사회 

북지 행정 체계 내에서의 사회사업가의 역할과 민간 사회북지 체계에셔의 역 

활도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복지 교웹l 관한 부분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지방정부가 국민 최저수준율 념어서는 사회부조 

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방의회에서 결정흩}는 모든 법정 사 

항의 적법성 심사는 국가의 권한이라는 사실율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 

치화는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단점율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그에 따르는 국가의 판한을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e}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 

할에 대한 논의가 지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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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외 輔짧짧건랬 離홈서 

최 경 구(경기대학교 교수) 

I. 뽑 훨 

스워i벤운 의회민주주의 국가로서 1993년 현재 870만 인구 중 ~.가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5H 청도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차대전 이후 공공 

부품의 종사자가 늘어 약 4~1에 이르고 있다. 스웨멘은 1814년 이후 전쟁이 

없었으며， 이것운 인구， 언어， 충교， 문화의 단일성과 더불어 국가 발전의 매 

우 충요한 요인이 되었다(Sw혀ish Institute, 1993: Gustafsson, 1988: 

11-12). 스웨벤의 산업혁명은 다른 유럽국가률에 비해 늦었으며 19세기 말 까 

지만 해도 유럽에서 낙후된 국가률 충의 하나였다. 그률의 사회민주적 조합주 

의적 정치체제는 이차대전 이후의 눈부신 발전율 가농하게 하여 오늘날에는 

션진 북지 산업사회로서 세계에서 가장 놓고 펑둥한 생활수준율 영위하는 나 

라률 만든 것이다(최청구， 1991). 

스웨벤의 사회북지 제도는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발천하였다. 지방자치와 

지방붐산척 정책 결정이야말로 오래동안 스웨벤의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되어 

왔으며， 이 나라의 정치척， 경제척， 사회척，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의 발전율 

가격왔다고 볼 수 있다. 북지국가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민주주의이며 그 

것이 지방자치률 통해서 이후어질 수 있는 것임은 스웨벤의 발전과정에서도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 사회북지행정 업무 구분의 문제가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장과 밀접하게 판련되어 있는 이유도 그와 같은 배경 때문이다. 

스웨땐 보건사회부에서 출간한 사회서비스법 (the Social Service Act)의 

서론에， ‘스웨멘에서 사용되는 사회북지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사회북지서비스 

(s∞ial and wel fare ser‘vice)률 포괄하는 용어로서 보호(πotection)와 부조 

(assistance) , 그러고 -*1료(treatment) , 아동과 청소년북지， 알콜이나 마약 

충톱자， 유자녀가촉， 노인보호， 장애인과 무농력자에 대한 륙별한 형태의 원 

조률 포함한다. 그것은 여러 형태의 사회보험(s∞ial insur없ce)율 포함하고 

있는 것운 아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내용율 이루고 있 

는 사회보험은 국민보험법 (the National Insurance Act)에 따라 운영되고 있 

다. 따라서 스웨멘에서 사회북지라고 하면 그것운 공척 부조나 사회복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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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률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불 수 있는 것이며， 사회보험은 별도 

로 논의되고 있읍율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체계를 중요한 북지 

청책의 한 기둥으로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펀 의료서비스는 보건의 

료셔버스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이 글에서는 기본척으로 사회북지률 광 

의의 의미를 지난， 축， 사회보험， 사회셔비스， 그러고 의료서비스 둥을 총칭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용례에 따라서 사회북지서비스를 지칭하 

는 협의의 깨념으로도 사용했다. 

이러한 사회북지를 국민 모혐1게 명둥하게 실현시키는 데는 사민당 정판 

이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자본의 국제척 이동에 따른 노동세력의 상대적 약 

화와 경제척 토대의 취약성 둥이 작용하여 ’ 91년 총선에셔 사민당은 보수연합 

세력에게 정권율 내어 주는 결과률 가져 오게 되었다. 현지의 소식은 그 패인 

율 사민당이 신-보수주의척 정책으로 선회함으로써 이에 거부반웅을 나타낸 

노동세력이 션거에 협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울 전해 주고 있다. 어쨌 

든 37.7:쐐 가장 놓운 지지율율 확보했뼈도 불구하고 도합 46. 6%의 지지율 

율 나타낸 보수연합세력에게 정권율 내주지 않울 수 없었번 사민당의 후퇴는 

지축척인 북지국가의 명성율 자랑할 수 만운 없게 된 현실율 반영해 주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워l멘은 아직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세계적인 북지국 

가로서의 명예에 손색이 없는 기본척인 북지제도률 설시하고 있으며 Eε 실시 

해 나갈것으로보인다. 

표. 스웨댄의 훨뼈뭘系와 地方自治의 特性

스웨벤의 정치쩨계는 권력이 국회와 주의회， 그리고 군의회로 분산되어 행 

사되는 민주주의척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고 주의회와 군의회가 톡자적인 

조제권융 가지고 사회북지 퉁 주민률의 문화척이고 안전한 생활을 담항}는 

체제이다. 중앙정부률 구성하는 각 부의 직원률은 백여명에 불과한 반면， 중 

앙행정기관률이 상당히 톱립적인 위치에서 많은 직원들율 두고 실제 행정을 

책입지고 있는 것이다1)중앙부처에서는 정부정책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올 

제시하는 일과 감묵의 일율 하고 있다. 이와 갈이 지방자치를 중시하는 정치 

체제는 기본척으로 민주적일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 정치와 지방자치의 활생 

1) 1987년 현재 외무성율 쩨외한 각 부의 직원 합계는 2， 000여명인데 비해 각 
청의 칙원수는 합계 약 40만명에 탈한다. 보건사회부는 169명으로 되어 있다 
(화會保障新究所， 19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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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그대로 주민률의 주민률에 의한 주민률율 위한 사회북지 정책을 확장하 

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를울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스웨벤의 정부조칙법 (the Instn빠lt of Govern뼈lt) 제 l조는 다움과 같 

국회 
션거 

〈그럼 1> 스웨벤의 공공 행정 체계(1987) 

국가 

주행정위원회 

지방기관 

예)調소 

주의회 
선거 

주(23) 

군(284) 

군의회 
선거 

자료Gustafsson， A. , Local Government in 앓eden(l988) ， 17확il서 인용. 

이 지방자치의 위상율 분명히 해주고 있다. 측， 지방자치률 통해서 민주주의 

률 실현한다는 점율 확실히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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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벤의 모든 공핀력운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스웨멘 민주주의는 여론의 

자유와 보펀척이고 명둥한 참정핀에 기초하고 있으며， 대의정치와 의회정치， 

그러고 지방자치정부에 의해 실현된다. 공권력운 법에 의해 집행된다” 

(Gustafsson: 13). 

이와 갑윤 지방자치의 위상운 〈그럼 1>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톡럽척이면서도 보완척인 공공행정 체계에 잘 나타나 있다. 

축， 그럼에셔의 계단척 구분은 ‘국가’ (state)와 ‘주’ (∞따lty)와 ‘군’ 

(municipali ty)의 상호 톡립적인 지위와 협조의 체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 정책결정 단위의 세가지 수준율 나타내는 국회 (Riks뼈g)와 주의회 (county 

council). 그러고 군의회(빼nicipal counci1)의 의원선거가 매 3년 마다 9월 

에 갈이 실시된다. 이률운 일건 보기에도 지방정부， 축， 주와 군의 톡립성율 

상당히 보장하는 형태입울 시사하고 있다. 좀더 구혜적으로 셜명해 보짜. 

우션 비례대표제에 의한 총선율 롱하여 국회의원률이 선출되고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며 내각율 구생한다. 내각 각료들도 다수당의 의원 중에서 

입명된다. 때로 연립정부가 틀어셔기도 한다. 중앙 정부의 각 부처는 다른 나 

라률과는 달러 그 규모가 아주 작아서 보통 한 부처의 직원이 백여명 밖에 되 

지 않는다(변광수. 1990: 108). 대부붐의 국가 행정은 중앙행정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판률윤 정부의 각 부쳐에 대하여 상딩히 톡립적인 위치에 

있다. 륙， 면제상 각 부처의 예하기관으로 두지 않고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만 

든 이유는 충앙집핀적 형태률 탈피하여 각 기관별로 톡자척인 행정운영율 함 

으로써 자옳생과 효율생율 최대한으혹 살리는 데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각 

부처는 정책의 방향과 옮꽉만율 지시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창의척으로 고안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되는 것운 중앙행정청 (central 때ministrative 

agencies. 예: 보건북지청 ), 국가시설(state utilities. 예: 스웨맨 전기통신 

공사). 국영기업 (state owned enterprises. 예: 스웨벤 제약회사) 둥， 약 80 

여개로서 비교적 정부로부터 톱립된 위치에 있다. 그 장은 정부가 임명하되 

임기는 6년이다. 각 행정기관에는 전문인과 비전문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비천뭄인은 당해 행정기관의 관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회단체나 기 

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부가 임명한다. 이것은 관의 톡주와 행정의 일방통 

행율 지양하여 정책적용대상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여 민주적 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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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Gustafsson: 16, 변팡수:109-110). 

국가의 중요 행정윤 주행정위원회， 주집행위원회와 지역기:환， 그러고 그에 
소숙된 지방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중앙행정청이나 국가시설， 국영기업은 지 

역기판이나 지방기관율 예하에 두고 있다. 주 행정운 국가 행정의 중추률 이 

룬다. 주행정위원회 (county 뼈ministrative bo양d)는 정부에 의해서 임기 6년 

으로 입명되는 주지사에 의해 이물어진다. 나머지 14명의 비전문위원운 3년 

입기로 주의회에서 지명된다. 주지사는 주행정위원회의 장이며 의장이다. 거 

의 모든 결정윤 주지사와 주의회가 내린다. 주행정위원회는 주 수준에서 정부 

의 입장율 대표하며 그 임푸는 지역기획과 일반행정 및 군에 대한 감톡이다. 

그 주요한 임무충의 하나는 지역계획의 책입울 지고 주단위에서 국가와 주와 

군의 협동율 충진시키는 것이다. 주행정위원회의 갑톡기능은 계획， 건축， 자 

연보호， 수질보존， 환경보호， 공중보건， 식품검사， 사회보호， 도로와 교통 둥 

에 주로 발휘된다. 또한 주행정위원회는 륙정사안(예: 건축허가， 식품검사， 

공중보건)에 판해서 군단위에서의 법척 결정에 불북하여 항소가 있율 때 행정 

소송의 첫번째 법정A로서의 역할올 하기도 한다(Gustafsson: 17-19).2l 

주집행위원회는 곧바로 중앙기관출11 소숙되어 있용11도 불구하고 그 위원 

률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충원된다. 정부나， 관계충앙기관이나， 주의회에 의해 

서 다양한 구성이 될 수 있도룩 지명되는 것이다. 보통 주집행위원회는 주지 

사에 의해 。l률어지며， 그 기획활동은 주행정위원회에 의해 조정된다. 주집 

행위원회 산동써l는 주노동위원회 (the ∞unty labour bo뼈)， 주주택뀌원회 

(the county housing board) , 주농업위원회 (the ∞뻐tyagricultural 뼈rd) ， 

주산럼위원회 (the county forestry bo앞d) ， 주교육위원회 (the c。띠lty board 

of 뼈lCation) 둥이 었다(Gustafsson: 20-24). 

한펀 주의회는 주로 보건과 의료서비스에 관여한다. 주의회 선거를 통해서 

션출된 주의회 의원률은 집행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exl없ltive and otehr 

∞'mmittes)률 구성한다. 지방자치법 (the 따al Govern따lt Act)은 집행위원회 

가 기타 부숙 위원회의 행정과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의회의 조직 

운 다움 〈그림 2>와 같다. 

2) 여타의 일반척 항소는 주법원(∞unty ∞，urt)에서 다루는데， 세금， 사회북 
지 부초， 아동의 공적보호 위탁， 법적 보호조치의 실행， 외국인 퇴거명령， 알 
콜·마약중톡자의 격리 보호 동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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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 주의회의 조직 

임의위원회 

인사위원회 

문화위원회 

건설위원회 

항소위원회 

자료: ωstafsson， A. , Local Government in 않'eden(1988) ， 7;짧에서 인용. 

군의회의 조직 역시 션거률 통해 군의회 의원률이 선출됨으로써 구성된다. 

군의회는 〈그럼 3)과 같이 집행위원회와 기타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을 담 

당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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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원회 

〈그럼 3) 군의회의 초직 

건축가사무소 

기술자사무소 

긴쳤철및스 

훨업λ뚫소 

암의위원회 

상무위원회 

자료Gustafsson， A. , Local Government in 앓'eden (1988) , 75쭉에서 인용 

그 조직은 군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보통 충간 정도 크기의 군의회는 대 

략 위와 갈운 조칙과 그에 상웅하는 업무률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정 

부는 두가지 방법에 따라 국가의 통제률 받는다. 첫째는 안천에 대한 조치로 

서 법과 규정에 잘 따르고 있는가률 감사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작업환경법， 

-275-



또는 환경보호법에 의한 감사률 룰 수 있다. 이것은 대개 지방 또는 지역의 

감톱기판에 의해 실시된다. 두번째는 정부나 국회가 법율 롱하여 정책목표로 

청한 바가 무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어헌 축변에 대한 지숙적 발전이 이 

루어지고 있는지률 갑시하는 것이다. 축， 사회서비스법이나 보건의료서비스 

법 퉁이 제 구실율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사나 감시률 

롱하여 법적 안전과 부초에 대한 기회의 펑퉁이 이루어질 수 있다 

(Gustafsson: 64). 

결국 스웨멘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판계는 상호독립성이 강한 

보완판계라고 할 수 있겠다. 충앙단위와 지방단위의 권력의 근거가 각각의 선 

거민으로부터 나온다. 선출된 대표듭이 구성하는 국회， 주의회， 군의회는 중 

앙정부 수준에서는 내각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주와 군의 각 

집행위원회와 기타 위원회률 통해서 그들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률 잇는 가교 역할은 주행정위원회가 맡고 있다. 그 조직상 업무 

는 중앙행정기관에 예숙된 것이기는 하지만 주지사률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율 

주의회가 입명함으로써 충앙단위의 업무와 지방단위의 업무를 연계하고 보완 

조정할 수 있는 조칙상의 여지률 확보하고 있다. 

2. 지방자치의 륙생 

스워l멘 지방자치의 륙성은 첫째， 선출된 의원들， 축， 주의원이나 군의원들 

이 다양한 위원회 활동율 통해 지방자치 업무의 기안과 결정과 실행에 이르기 

까지， 모든 책임율 지는 데 있다. 원칙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결정은 비전문인 

인 지방의회의원률이 내리게 되어 있다. 유급관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Gustafsson: 87). 군의회나 주의회에 숙하여 있는 위원회에서 의원률이 토의 

과정율 거쳐 정책결정율 하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그들의 거의 모든 임무률 

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유급환료률을 고용하여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일을 처리 

하고 있다. 위원회는 적어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위원회에는 

대리위원률율 두게 되어 있다. 의회와는 탈리 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되어 모 

든 사안에 대하여 펀건없이 토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Gustafsson: 

73-74). 

두번째 지방자치의 륙성으로 률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가 막강한 조세권율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운 지방자치의 자율성율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군 

의회나 주의회는 소륙세와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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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율 부과할 수 았으며 서버스나 급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 

러한 초세권이 지방정부의 톱립척이고 실질적인 일의 추진율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주의회나 군의회에셔는 그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세윷율 

자율척으로 정활 수 있는 것이다. 지난 몇십년 동안 지방셰가 녀푸 많이 증가 

하여 1970년 부터는 정부와 각종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세율에 한 

계를 부여하고 있다(Gustafsson: 57-58). 

세째. 주의회나 군의회동의 정책결정 과정이 모든 일반시민에게 공개되어 

있고 또 그 의견율 다양하게 청취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 척어도 1년 정 

도의 결정과정율 상정하고 있는 것도 기억해두어야 할 점이다. 정책의 발의는 

집행위원회나 기타 위원회. 또는 지방단체(1∞al bc빼)에 의해서 가능하다. 

또는 륙별기초위원회나 위원 개인， 또는 감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정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주행정위원회도 지방의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개인 

의 펀지도 의장이나 또는 다른 의원이 보충하면 하나의 안건으로 토의될 수도 

있다. 일단 체시된 안건운 지방의회의 권력 범위내에 있는 모든 문제와 관련 

되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이 내려지기 전 까지는 통상의 기안과정율 

거쳐야 한다. 가안과정의 한 부분으로셔 필요하다면 주민루표나 일정한 여론 

조사 같운 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 주민투표와 관련된 문제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뭄쩨이다. 그러나 의회가 그 결과에 따라 구숙율 받지는 

않는다. 결국 의회의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반대자 

의 의건은 요청에 따라 기록에 남길 수 있으며， 최종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셔 

는 2주일 안에 일반에게 공지되어야 한다(Gustafsson: 85-86). 

네째， 지방당국의 결정에 불만을 지난 시민에게 두가지 경로의 상소방법이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지방상소(1∞a1 a야)981 )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상소 

(administrative ~야)981 )이다. 지방상소는 주의회나 군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북하는 의원율 통해서만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상소는 특별한 상소의 

철차를 정해 놓응 경우률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 

다. 지방장소는 행정재판소(Administrative Court of A야)981 )에서 3주내에 처 

리가 된다. 그 결정이 법에 맞는가， 지방당국이 월권율 하지는 않았는가， 그 

리고 그 결정이 적절한 절차률 거쳤는가， 또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억 

압할 염려는 없는 것인가 둥이 심사된다. 상소가 받아들여지면 그 결정은 파 

기된다. 단，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거나 수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은 다시 

군의회나 주의회， 또는 위원회로 롤려보내져서 다시 새롭게 논의를 되풀이하 

3) 부가가체세나 간접셰는 부과할 수 없다. 

-277-



게 되는 것이다. 행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상소는 최고행정재판소(Supr없e 

Administrative Court)에 제기될 수 있다. 

한편 행정상소는 특별히 법척 행위를 다루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셔 제기 

되는 것인바， 그 결정에 의해서 칙접 영향율 받게 되는 당사자에 의해셔 제기 

된다. 이러한 종류의 상소는 주행정위원회나 주법정， 주집행위원회， 중앙행정 

청， 행정재판소， 최고행정재판소， 또는 어떤 최고의 사례률 다룰 수 있는 행 

정기판 내지는 정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것이다. 행정상소 과정은 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충고까지률 포괄한다. 

다섯째， 지방정부률간의 협동이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간단한 

협동은 명소의 관례에 의해 가능하지만， 보다 제도적 협동이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군 또는 주률이 합동추석회사나 재단율 만툴 수도 있다. 예컨대 교통 

회사 갑운 것이다. 영구척인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과 군， 군과 주， 주와 

주 써에 지방연합(1∞a1 f，영eration)이나 전국연합(nationa1 ass∞iations) 

울 철생할 수 있다. 소속된 군의회 또는 주의회는 자신의 결정권율 연합체에 

양도할 수 있으며， 연합의회 의원율 선출할 수 있다. 지방연합의 활동율 윗받 

침하기 위한 재정은 소숙의회에서 부담한다. 1986년 부터 시행된 신지방연합 

법 (the new 따a1 F，려eratiuon Act)은 연방이사회률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지 

방연합율 결성할 수 있도륙 했다. 1986년 현재 19개의 지방연합이 있으며 대 

부붐이 지역계획과， 수도공급， 알콜이나 마약 충톡자를 위한 재활서비스， 그 

러고 소방활동올 위한 것이다. 지방연합 셰깨는 주의회와 군의회가 가입되어 

있는데 그률운 주로 공종교통과 학교 품제와 관련된 것이다. 

:1. 趣方훌府와 社홉福훌t 

스왜벤에서는 지방정부률 충심으로 사회북지가 이루어지고 사회서비스법에 

의한 각종 사회서비스와 교육의 전반적 책임이 륙히 군의회에 주어져 있다. 

한편， 국가는 사회보험율 주로 하는 전반적 사회보장의 체계를 책임지고 있 

다. 주의회는 군에서 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사람흙1게 한꺼번에 효율 

척이고 명둥한 셔버스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의료서비 

스나， 치과서비스， 정신장애인， 교육과~훈련 풍의 경우에 주로 관여하고 있 

다. 결국 가장 넓은 의미의 쩨도척 윗밭침율 받아야 효율적 셔비스가 가능한 

분야는 국7뻐l서 탐당하고， 개인적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되 의료와 같은 전문 

척 시셜관리를 롱하여 팡범위한 지역의 주민에게 명동하고 실용적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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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담당해야 할 것운 주에서 담당하며， 7}혹의 생활주기를 포활적으로 고려하 

여 개인적 서비스률 충점적으로 제공하는 아동， 장애인， 노령서비스 둥음 군 

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률올 불 때 스웨벤 사회북지는 국가 

수준에서 보펀주의， 주의회수준에서 실용주의， 군의회수준에서 포괄주의의 륙 

성울 지니고 있다고 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츰면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률 먼져 지방정부의 영역 변천 과정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 

회북지 행정 업무구분， 그러고 중앙과 지방의 사회북지 재정에 관해 살펴보면 

서 알아보고자한다. 

1. 지방정부의 영역과 사회복지 

스워1벤의 군의회와 주의회는 지역적으로 지방자치정부의 단위이며 주민에 

대한 법척 단위로서의 공권력과 조세권율 갖고 있다. 지방정부의 주요 범위에 

관한 규칙운 지방정부법(the 따a1 Government Act) , 그러고 지방정부영역법 

(the L∞a1 Govern뾰nt Boundaries Act)에 규정되어 있다. 주요 지방정부의 

경계률 새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에 따라야 합은 물론이며 해당 군민률 

의 의견을중시한다. 

스워I벤의 지방자치는 1862년 까지 교구로 불리우먼 약 2500여개의 작은 도 

시와 농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의 과제는 1842년 국민학교가 생기면 

서부터 학교문제와 빈민구호 문제를 주로 취급했다. 1862년에 지방자치에 관 

한 법이 처음으로 제정되고 때률 같어 하여 주의회제도도 생겨났다(변팡 

수:124). 1952년 까지 수백년 동안 스웨벤은 2,500 여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1952년에 이르러 지방정부의 경계에 대한 I차 개혁이 이루어 

졌다. 그것은 농촌의 군에 한정된 것으로 많은 작은 군률이 통합되었다. 국회 

의 결정에 의하여 2， 000명 이상의 주민울 지난 군으로 만든 것이다. 이와 같 

은 개혁의 북척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단위률 중심으로 각각의 군에서 

사회북지률 확대할 수 있도룩 하는 것이었다. 지방자치 영역의 1차 개혁의 의 

도가 사회북지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그 결과 군의 수는 약 1 ， 000개로 줄어 률었다. 

지방정부의 영역에 대한 개혁은 경제적 지리적 발전과 도시성장， 그리고 

상업과 산업시설의 집중， 둥과 판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군은 보다 향상된 

재정적 행정척 자원율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률의 주민률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률 쩨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하여 국가의 구체적 계획이나 감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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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생이 줄어 률게 되었다. 한연 정치적 대표자의 수도 명균 6O-7OH나 줄어 

률게 되었다. 작은 군이 많았먼 곳에셔는 8O-9OH가 줄어 든 곳도 있다. 그 수 

는 천국척으로는 1951년의 20만에서 1974년의 5만. 1980년에 7만으로 줄었다. 

군의 영역이 커지고 군 자체가 재정척 능력율 갖추게 되자 정당들도 역시 

재원 마련이 쉽게 되었다. 또한 국가 보조는 언론으로 하여금 모든 군에서 지 

방정부의 일율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혔다. 지방방송국의 설치에 따른 주 

민의 접근과 이용운 군자혜의 새로운 정보시장율 창출해 냈다. 한펀 1971년 

부터 총션에셔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율 동시에 션출하기로 한 제도는 지방 정 

당정치의 조건율 근본척으로 바꾸어 놓기도 했다. 지방정부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률운 지방 영역의 개혁이 군 수준에서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냈다 

는 점율 지척하고 있다. 축， 비정치척 협동과 갈운 칙접민주주의 형태로부터 

효옳척 정당활휩l 근거한 간접적 민주주의 형태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 이는 또한 국가정치와 맞물린 정치활동과 다양한 조직활동을 강화함으로 

써 더욱 민주주의률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읍과 농촌지역의 통합으로 확 

대된 군의 경우에는 간혹 정치적 갈둥이 때로는 증폭되기도 하고 보다 생생한 

선거유세와 정치척 논쟁의 성숙 둥이 이루어지기도 했다(Gustafsson: 32-33). 

2. 충앙파 지방정부의 업무구분과 사회북지 

스웨벤의 공공질서와 안천에 관한 모든 것이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이 

다. 국방과 외교， 고등교육과 연구， 도로 동은 대부분 국가의 책임이다. 임금 

시장정책도 1940년대 이후 국가의 가장 충요한 임무의 하나가 되었다. 사회보 

험 업무는 의료보험， 치과보험， 기초연금 및 보초연금. 산채보험， 아동수당 

동 사회보장체계를 란장한다. 이외에도 조세행정과 사회북지행정을 통한 사회 

척 재분배정책， 경제와 산업구조조정， 주택정책， 철도， 우핀， 통신， 동 국가 

의 업무는 다양하다. 한펀， 지방정부의 업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군과 주 

의회에셔 다루게 되어 있다. 군의회와 주의회의 업무구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운 많운 인구률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업무는 주의회에셔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표척인 것이 의료에 관한 것으로 주의회가 맡고 있다. 지방정부법은 

지방정부의 일반척 권리로셔 문화， 여가， 도로， 공원， 통신， 상하수도， 전기 

둥에 란한 일정한 업무률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에게 부여된 

강제업무는 학교， 사회서비스. 공중보건과 의료， 건축과 사회계획， 그러고 긴 

급서버스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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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주， 그러고 군의 업무분담 내용은 〈그럼 4>에 찰 나타나 있다. 물 

론 중앙과 지방정부의 업무는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주나 군의 상호 

톱립성도 인청되는 것이다. 어땐 수준에 있어서도 이익단체초칙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옵운 스웨벤의 사회초합주의척 특생올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 

다. 

〈그림 4> 국가， 주， 군의 책임 분담 

| 이익집단조칙 | | 이익집단초칙 l 

국가: 외교， 국방， 질서와 안천， 통신， 초사， 국영기업， 경제정책， 
고둥교육， 노동시장， 도로와 교통， 에너지， 운송， 사회보험. 

주 : 의료보건서버스， 외래환자치료. 종합병원， 채택간호， 정신병 
원， 예방， 공충치과서비스， 정신지체아보호， 사회북지， (가축 
상담， 아동보호)푹수훈련(간호와 보호， 민숙학교)， 예술， 상 
공업， 지역커뮤니케이션， 칙업재활， 지역계획과 공중보건. 

군 : 사회북지， 의무교육， 주택과 토지， 쓰레기， 환경과 건강보호， 
긴급서비스， 여가， 스포츠， 청소년서비스， 예술， 도로와 공원， 
건축， 민방위， 천기와 수도， 에녀지계획， 지역커뮤니케이손. 

이억집단조직 이익집단조직 

자료Gustafsson. A. , Local Government in 닮eden. 40쭉에서 재구성 

좀 더 구체척으로 본다면， 군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육 

과 사회북지에 관한 것이다. 군은 스웨멘에 거주하는 7세부터 1떼까지의 아 

동들에게 9년간의 초둥교육융 시켜야 하며， 그 이상의 나이가 든 섭대의 90% 

에 대해 중등교육율 책임져야 한다. 이는 대학 미만의 교육은 모두 군에셔 실 

시한다는 것율 의미하는 것이다. 

군은 1982년의 사회서비스법에 따라 군에 사는 주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이 분야에는 군 자체가 프로그램 제공의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권율 가지고 있다. 법에서 우션 강조하는 분야는 아동보호 

와 노령보호의 분야이다. 아동보호는 군의 업무에서도 찰 발달된 분야이다. 

군에서 보조률 받는 유아원(day care center) , 가정보호(family day care)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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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동율 위한 유치원， 하급 학년 학생률에게 쩨공되는 여가센타 둥이 있다. 

노령보호 역시 중요한 분야이다. 군지방에서는 군에서 고용한 가정봉사원 

율 롱하여 재가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1992년부터 군은 책임지고 숙련된 간호 

원률율 고용한 시껄율 운영하게 되어 있다. 또한 군에서는 노인과 장애인들율 

위한 륙별주거 (special housi명). 축， 주택배당(service houses). 집단주거 

(group residences). 또는 24시간 보호률 요하는 은거가정( retirement 

h。뼈). 둥에 대하여 책임율 진다. 

근래에 이르러셔는 신체적이고 품화척인 다양한 여가활동이 군의 중요한 

한 업무 붐야로 부장되고 있다. 군운 또한 지방계획， 축， 건축 뿔만 아니라 

넓운 의미의 토지이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그러한 일률은 전체적인 토지 

계획에서 할당되는 것이다. 도로와 공원의 셜계， 건축， 유지도 중요하며， 상 

하수도， 전기와 가스， 쓰레기 처리， 지역난방 동의 일도 중요하다. 군은 또한 

소방과 긴급서비스， 시민방위계획에도 책입율 진다. 

지방과 지역의 공중교통운 군과 주의회에 의해서 대규모로 운영된다. 간혹 

합동회사률 만률어 운영하기도 한다. 주택건설이나 주택경영에 있어서는 일반 

적으로 군소유의 회사나 재단이 많다. 원칙적으로 이 회사들은 개인회사와 같 

운 규칙으로 운영되나， 그 정관이나 사칙에 이사션출을 군의회에서 하도록 함 

으로써 공척 성격율 띠고 있다. 

주의회가 완전히 말아서 하는 일은 의료에 관한 것이다. 몇개의 소규모 개 

인병원율 제외하고 스웨벤의 모든 병원은 주의회가 소유하고 있다. 세개의 군 

에만 예외가 척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펴벤버그(Gothe매w빙， 말모(Malm이， 그 

리고 고트란드(Gotl하1Cl)이다. 이률윤 주의회 지역이 아니며 자신들의 의료쳐l 

계률 가지고 있다. 한편 주의회는 외래환자 병동과 공중 치과서비스도 책임 

지고 있다. 또한 예방서비스， 임산부와 아동건강 센타. x레이센타， 예방사업 

둥율판장한다. 

1986년부터는 정신징F애인륙별법 (Act on Special Service for 

Intellectually 뻐ndicap}:뼈 Persons)에 의거하여 주의회는 정부의 동의하에 

군으로 그 업무올 이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초치의 목적은 정신장애인 

으로 하여금 그률의 지방 환경에 더욱 잘 적웅하여 재활의 기회를 갖도룩 하 

는데 있는것이다. 

주의회는 또한 고등교육이나 중동교육， 예컨대 농업학교나 민속고둥학교와 

갈운 교육율 통해서 간호와 보건에 관한 천문훈련 프로그램율 운영하도록 책 

임율 맡고 있다. 이외에도 많운 주의회가 공공의 문화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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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wedish Insti tute, Nove빼>er， 1992). 

이와 갈이 주의회가 하는 의료업무와 군의회가 하는 교육과 사회서비스 둥 

제반 사회북지에 관한 업무를 불 때， 스웨멘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업무는 곧 

바로 사회북지 그 자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가 지난 초세권율 중심으로 확보되는 재정적 뒷받침은 그러한 제도의 

성공율 담보해 주는 듯하다. 륙히 기초자치단위라고 할 수 있는 군에서 각종 

사회서비스가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지방자치와 사회북지의 밀접한 관 

계률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 중앙파 지방정부의 사회북지 재정 

스웨땐 재무부는 1993년도 예산책정의 북적으로 불경기와 설업율 물리치고 

경제성장율 통한 인플혜의 극북， 그러고 시민의 자유와 북지률 강화시키는 것 

올 률고 있다(’rhe Ministry of Fi떠nce， 1992: 8-67). 륙히 사회북지와 관련 

하여서는 정부의 노력이 공정한 분배에 있음율 강조하였다. 고용의 창출을 중 

심으로 하는 정책의 조정과 공적 경비의 삭감은 정규척인 직업율 가진 건강한 

시민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률의 고롱율 분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 

임율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긴축정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륙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나 장애인자녀 가축， 또는 자녀률 가진 결손 

부모(single 뿜rents)에게는 보다 도움이 되도룩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갈운 긴축예산의 실행의지는 ’ 91년에 집권한 보수연합정부로서는 당연한 것이 

기도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분배률 강조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에게 축각적인 도움(i血뼈iate i따lrovements)율 주겠다는 예산책정 방향은 북 

지국가로서의 오랜 전롱이 시대적 호황il 찰 적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하겠다. 

〈표 1>율 보면 스워1벤의 1993년도 지출예산 489， 457백만 크로나(약 46조 5 

천억원) 충에서 보건사회부(Heal th and S∞ial Affairs)의 예산은 27.7"로서 

가장 많은 비율올 나타내고 있읍율 볼 수 있다 4) 

4) 1985/1986년의 세출예산에는 보건사회부의 예산이 24.7%였읍율 불때， 그때 
와 유사함율 알 수 있다(천세충， 1986: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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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웨벤 정부 지출예산 (단위: 백만크로나) 

부문 199211993 

왕가거추비 (Roya1 hous빼o1d 없d r‘esidences)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1th & Socia1 Affairs)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빼sport & ca빼nicatiα15) 
재무~(Ministry of Finance) 
교육부(Ministry of 밟JCation) 
농업부(Ministry of 뺑‘icu1ture) 
노동부(Ministry of 벼bour) 
상공부(Ministry of Inl뼈stry & α빼훤r∞) 
내무부(Ministry of Pub1ic Administration) 
환경자원부(Ministry of Environment & 

Natura1 Resources) 
문화부(Ministry of Cu1ture) 
의회와 부숙기판(Parlia뾰lt and i ts Agenci es ) 
부쐐 이자 동(National 않bt Interest, etc) 
예비비 (Unforeseen e짜lenditure) 
객체 가캘원 껴비(T，야a1 voted 양명lditure) 
기E}<예상경비 (0야le!" 양짧펴i ture, estima-뼈); 

60 
17,849 
17,360 
36, 755 

135, 499 (27.7") 

17,548 
71 , 532 
60,972 
6,966 

37,749 
4,304 
2, 185 

1,914 
10,554 

709 
70,000 

1 
49l. 957 

이월금(Decr，않sed carry-over of ~따‘opriations) 4, 500 
추가순소요경비(Co빼lted additiona1 net 

e칸lenditure requirement) -7， αm 

합계 489,457 

자료: πle Ministry of Fi뻐lce. The SWedish Budget (l992). 32.확11서 

인용. 

한편 보건사회부 예산의 부품별 내역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공중 

보건 및 의료， 의료보험， 그리고 사회치료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축되었으 

나 노인과 장애인북지 부분이 대폭 증가되었읍율 알 수 있다. 보건사회부 예 

산의 조정에 있어서 강조된 점은 이른바 ‘북지정책에 있어서의 션택의 자유 

혁명’이다. 모든 사람출II게 의료와 사회치료의 부문에서 선택의 자유률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이 북지률 강화하는 또 하나의 길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률 주는 것이 새로운 복지정책의 중요한 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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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있움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척으로 긴축정책을 취하는 신보 

수주의척 정책의 한 표현이라고 불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북지국가 스웨 

벤의 근간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보건사회부 

의 예산이 증가했고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부문별 조정이 노인과 장애인 북 

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표 2> 스웨렌 보건사회부 예산(단위: 백만크로나) 

부문 1991192 1992193 중갑 

연금 69,061 71 , 131 2,070 
가혹정책 38，없O 40,489 1,859 
공충보건 및의료 5,005 4, 507 -498 
의료보험 6, 823 5,767 -1 ， 0닮 

노인， 장애인북지 6,010 11 ,038 5，0:쟁 

사회치료(알콜， 마약) 1,051 1,016 ‘ -35 
기타 1,429 1, 551 122 

합껴l 128,009 135,499 7,490 

자료 the Ministry of Finance. The SWedish Budget(1992). 67해서 

인용. 

이와 같은 중앙 정부의 예산은 지방정부에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급되며 또 

지방정부는 그 자체가 초세권이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을 계획하여 실천하기도 

한다. 스웨벤 지방정부의 지출은 G뻐의 23%에 달한다. 이중에 6없는 군에 그 

러고 나머지는 주에 해당된다.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은 지방세인데 이는 자치 

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1991년과 1992년에는 정부명으로 동결되 

었다(the Swedish Institute, Nove빼g‘， 199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루 

는 주요 수입원은 지방소둑세， 국가보조금， 서비스부과금， 약간의 무역수입， 

차관둥이다. 

국가의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은 륙별국가보조금과 일반국가보죠금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륙별국가보조금은 지방정부가 륙정한 분야， 예컨대 의료， 

교육，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Gustafsson: 121). 한연 

일반국가보죠는 세금펑둥화보초금(tax equalization grant)의 형태로 주어지 

는데 이것의 북적은 주와 군의 주민들이 어떠한 소특수준을 누리고 있든지 또 

는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지방정부로 하여금 상당한 정도로 명둥한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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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활동율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명둥화보초금을 가장 

많이 받는 지방정부는 스웨벤의 북부에 있는 세금원이 부족한 주나 군들이다. 

세금명둥화보조금이 없었다면 인구밀도가 륙히 적은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세 

금율 낼 수 밖에 없었울 것이다. 이 보조금은 1985년에 2607>>의 군과 거의 모 

든 주에 제공되었다. 1992년에도 대부분의 군과 주에 세금명동화보초금이 주 

어졌다.그러나 1990년부터 광범위한 세제의 변경이 이루어져 1993년부터는 새 

로운 국가보죠금제가 시행됨으로써 세금명동화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다. 새로 

운 국가보조금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불펀을 

줄이면서 지방정부간에 재원의 불균형율 없애고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의 평준 

화률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체의 개정은 이전과 같은 국가의 재정통제를 

완화하고 법적 재정적 한계내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증대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졌다(the Swedish Institute, Nove뼈er， 1992). 

참고로 지방정부외 세입과 세출을 보면， 1985년에 주의 경우 세입의 62%가 

세금이고 18%가 국가보조였다. 군의 경우는 세입의 41"가 세금이고 국가보초 

가 2앓률 차지했다. 세출의 경우를 보면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지 

방정부의 사회북지비의 비율이 매우 높음율 알 수 있다. 1986년의 경우 주지 

〈표 3) 지방정부의 총지출(1986년) 

군
 

주 

% 

보건의료서비스 
정신지헤아보호 
기타활동 
교육，문화 
중앙행정 
사회활동 

쟁
 쟁
 m
ω
 

7 
7 
7 
6 
5 
4 

항목 

사회복지 
교육 
에녀지，물，쓰례기 
토지，주택 
여가，문화 
군행정 
환경，건강，사회보호 
통신 
고용， 기업 

% 

% 
9 
6 
5 
3 
1 

---

항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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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76%가 보건의료서비스에 투입됨으로써 주가 의료서비스를 거의 전답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군의 경우에는 사회북지가 2닮， 교육이 

24%.로 역시 사회복지가 단연 중요한 활동의 대상임율 알 수 있는 것이다. 

1990년에는 군 운영비의 54%가 교육과 사회서비스에 충당되었으며， 주에서는 

85%가 의료보호와 치료에 쓰여졌다(the Swedish Insti tute, Nove:빼er， 1992). 

lV. 힐t會福밟行政 業務의 寶顧

스웨멘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환된 관계상의 특정율 들 수 있 

다면 그것은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축， 탈중 

앙화(decentralisation)와 지방정부의 팽창 경향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어 2 

차대전 이후 국가와 주의회와 군의회의 업무가 구분되면서 부터 더욱 봄격화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명시된 것은 아니었으나 사회 

북지와 관련된 업무충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로 취급하고， 반면에 주에서는 의 

료서비스， 군에서는 여타의 사회서비스를 충섬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미 하 

나의 관혜로 정착되었먼 것이다(Gustafsson， 1991: 171). 여기서는 이러한 사 

회복지행정 업무를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의료서비스로 나누어 개략적인 실 

태만율 파악해 보기로 한다. 

1. 사회보험 

스웨벤의 중앙정부수준에서 사회북지의 책임을 지는 부처는 보건사회부 

(the Minin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이다. 이 부처는 7개 부서로 

나뒤어 있으며， 사회보험， 아동과 가축， 사회복지， 의료， 신체장애와 노인에 

관한 행정법과 장기적 분석을 다루고 있다(the Swedish Insti tute, May, 

1993). 그리고 그와 관련된 충앙행정기관으로서 사회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국 

민사회보험청과， 사회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국민보건복지청， 둥이 

있다. 그률은 사회보험에 관해 국민보험법， 사회서비스에 관해 사회서비스법， 

의료서비스에 관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법에 주로 근거하여 업무를 보고 있다. 

먼저 사회보험에 관해 그 개략적인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혐의 주무부서는 국민사회보험청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이며， 이 국민사회보험청은 26개의 지역사무소를 통하여 업 

무를 관장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지역사무소의 결정에 불북하는 사람은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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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판소(County Administrative Court)에 상소할 수 있으며， 거기에 불복하 

는 사람운 다시 항고행정재판소(Administrative Court of A야>98.1)에 제소할 

수 있다.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최고사회보험재판소 

(Supreme Socia1 Insurance Court)에 제소할 수 있다. 

스웨벤의 사회보험은 크게 의료보험， 연금， 산재보험， 기타 급부로 나누어 

진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보험 의료비수당(allowances for 뼈ical e뼈nses) , 

- 질병급부(sickness benefits) , 

- 모성급부(maternity benefit) , -부모급부(뻐rental benefi t) 
。 연 금 기초연금(basic pension) , 

- 보초연금(supplementary pension) , 부분연금(뿜rtial 쩔lSion) 

。 산재보험 의료비수당(allowance for 뼈ical e:뺑:nses) , 

- 질병급부(sickness benefits) , - 종신연금(1ife 킹muity) ， 

- 사망급부(death benefit) 
。 기타급부 아동수당(child allow와lce) , 

- 아동보조수당(child a110wance supplement); 세째 자녀부터 
해당， 

- 부양션납(maintenance adv.하lce); 부양비의 40%를 자녀 대리부 

양자에 선납해줌， 후에 부모로 부터 환불 받음. 

- 자동차구입수당(car allow없ce) ， 

- 직업훈련수당(training allow，없ce) ， 

- 성인교육륙별보조(special adu1t stu며 assistance) , 

- 방우I훈련수당(military and civil defence training 
allowance) , 

- 사회복지수탕(social welfare allow.없ce); 군사회북지위원회 

담당 

모든 스워l렌 사람은 16세가 되는 달에 지역사무소에 둥록이 된다. 외국 국 

척율 가진 사람도 그 나라가 스웨벤 정부와 일정한 협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같운 혜택율 받는다. 스웨벤의 사회보험은 정부의 보조와 고용주 부담금， 

그러고 실업보혐의 경우에는 보험자 자신의 기여금으로 이루어진다(’The 

Swedish Institute, Au웰st， 1992). 

의료보험은 의료보호， 병원보호， 치과보호 동을 포괄한다. 그 재정적 뒷받 

침은 정부의 사회보험 예산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환자도 통상의 진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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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답한다. 1991년부터 환자가 의사면담， 실험실 테스트， X-ray 둥에 관해 지 
불하는 금액의 수준은 건강보호와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당국에서 정하 

고 있다. 

연금의 경우에는 일반물가수준에 입각하여 해마다 결정되는 .기본총액’ 

(뼈se amo따tt)에 따라 지불이 결정된다. 최초의 일반물가수준 지수는 1957년 

9월이었다. 1992년의 기본총액은 33， 700크로나이다. 

스웨벤에서는 퇴직연령이 65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60세부터 70세 

사이에 언제나 은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되어 있다. 기초연금으로서 

의 노령연금은 스웨멘시민으로서의 고용년수에 따라 다르며， 1인에게 해마다 

기본총액의 96%률 지급한다. 부부가 함께 대상인 경우는 노령연금은 기본총액 

의 157%률 지급하게 되어 있다. 부분연금은 60세부터 65써에 파트타임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사람에게 그 소묵상실율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고용시간 

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륙정 소특수준까지는 소묵상실의 6많까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60셰 이전에 은뢰하는 경우의 연금은 더 유러한 

규칙이 적용된다. 한편 보초연금은 기본총액 이상의 소둑을 3년이상 가진 사 

람에게 루어지는 기본연금 이외의 급부인데 1쩌부터 M세 까지의 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총액의 7.5배의 소묵율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 

다. 

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주까지 대상으혹 하며 특 

정한 경우 학생도 포함된다. 산채보험금은 질병이나 손상， 사망의 경우에 그 

로 인한 소륙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된다. 

2. 사회서비스 

스웨벤의 사회서비스는 사회북지서비스와 공적부조률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법은 이률 준비한 위원회에서 인간의 생애주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경우률 10년 동안이나 깊이 연 

구한 결과 제정된 것이다. 이 사회서비스법에 명기되어 있는 사회서비스의 목 

표， 원칙， 기타 활동의 방법과 영역을 법에 나타나 있는대로 살펴 보기로 한 

다. 1981년에 제정되어 1982년부터 실행에 들어간 이 사회서비스법은 제1조에 

서 다음과 같이 그 북표와 묵적， 그러고 원칙울 밝히고 있다(Ministry of 

H잃lth and Social Affairs, 199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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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회서비스는 민주주의와 연대성의 토대위에서， 경제척 • 사회적 보 

장과， 생활조건의 명둥과，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의 적극적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개인과 타인의 사회척 상황과 책임을 적절히 고려하여 사회서비 

스는 개인과 집단의 내척 자원을 자유롭게 발전시키는(liberating and 

developing)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 활동은 개인의 자율성과 프라이 

버시률 존중하는 가운데 전개된다 

요컨대 경제사회척 보장， 생활조건의 명둥， 공동체에의 참여라는 목표를 

이루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집단의 해방과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 

하겠다는 뭇이다. 다만 그 활동은 자율성과 프ç}Ol버시률 존충하는 방법으로 

천개한다는 것이다. 보장과 명둥과 참여라는 북표의 설정은 민주주의 

(d없JOCracy)와 연대(solidarity)의 사민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사민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보펀성 (universality)이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펀 그것율 롱하여 궁극적으로 개 

인과 집단의 자원율 자유롭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가능성을 

외화(extemali똥)시키겠다는 목적의 포괄성 (comprehensiveness)을 나타낸 말 

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고 서비스활동이 자율성과 프çr이버시를 존중히는 원 

칙뼈l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매우 인도주의 (h뼈nis뻐)적 성격율 지닌 접 

근방법입율 알 수 있다. 이를 요약하여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결국 사회서비스 

법에 나타난 기본정신은 사민주의척 연대의 강화와 인도주의적 자율성의 강조 

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책임은 군에서 지도록 제3조에 명기하고 있읍을 볼 

수 있다. 군지방당국은 사회서비스법의 준거에 부합되는 조건과 요쿼1 따라 

서비스률제공한다. 

사회북지위원회 활동의 일반적 지침율 보면， 첫째로， 제7조에 지역사회계 

획에의 참여를 통해 기본적으로 군지방의 기존 주택지역이나 새로운 주택지역 

이 다 갈이 균형적 발천율 이루도록 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시설이나 대중교 

통수단은 모두가 이용하기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북지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 노인， 둥 지역사회로부터 특별한 도움율 필 

요로 하는 사람률율 위하여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을 종l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두번째 지칩은 제 8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사회북지위원회가 소기의 목 

척올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내용울 여러 개인이나 집단들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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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제반 정보률 낼리 홍보해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나 조직， 또는 단체 

들과 협력하여야 할 것율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세번째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에 관한 어떤 조치는 반드시 그 개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공공기관이나 조직， 또는 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하 

다. 

끝으로 제10초는 사회북지위원회가 개인율 도와서 집에서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제반 펀의， 예컨대 교통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하는 둥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해 주어야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반적 지침 이외에도 사회서비스법은 사회복지위원회가 술과 

마약 둥 습관성 물질의 남용율 방지하는 노력율 하여야 할 것과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율 보호할 것율 큐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에 대한 보호， 장애인에 대 

한 보호， 재가보호에 관해 사회북지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확실히 

하고， 소수민축에 대한 보호와 기타 보호의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회북지행정 기능배분이라는 차원에서 륙히 유의할 것은 군단위 사회북지 

위원회 하부단위로서 구사회북지위원회 (district social welfare committee) 

률 두어 활동할 수 있도록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사회북지위원회는 군사회북지위원회 산하에 두개 이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구의 사회환경과 사회계획과 그리고 일반적 예방활동에 관하여 군사 

회북지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또한 동위원회는 군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회북지위원회로부터 위임되는 업무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질 수도 있다. 일 

반적 예방활동에 대한 결정， 사회북지위원회가 운영하는 깎f에 관한 운영과 

집행， 기타 구위원회의 활동범위에 관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 가능하다. 구사 

회북지위원회의 예산 초안은 군사회북지위원회에 제출되어 군사회북지위원회 

의 의견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되어 검토되고 결정된다. 

3. 의료서비스 

스웨벤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는 국기수준에서 보건사회부가 일반적 원칙 

과 지침율 정하고， 비교적 톡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국민보건복지청에서 갑독 

과 확인， 그러고 명가률 하게 되어 있다. 한펀， 중앙정부와 주의회가 공동소 

유하고 있는 보건과 사회서비스를 위한 계획과 합리화 연구소(the Plannir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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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ationalization Institute for the Health and Social Services, SPRI) 

에서는 의료행정율 위한 연구와 개발， 륙멸과제의 탐색， 효율적 계획에 관한 

업무률수행하고있다. 

보건의료서비스법 제 1초와 2조에 보건 의료셔비스란 의과적 예방， 조사， 

그러고 질병과 상해의 치료률 위한 제반 조치률 의미하며， 구급서비스나 환자 

에 대한 보호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휠1게 명둥한 조건으로 좋 

은 보건과 의료의 서비스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 셔비스에 대한 주의 의무를 제3초에 정하여 ‘모든 군은 군의 영역안 

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제 18조부터 25조에는 구체척으로 군의 의료서비스 책임업무를 들고 있 

다. 그것은 대략 주민의 융구에 근거한 보건 의료서비스의 계획， 의사의 셔 

버스률 포함하지 않는 분야， 주의 업무 이판에 따른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퉁 

이다(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2: 1-7). 

지역수준에서는 6개의 의료지역이 구분되어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 

다. 각 의료지역은 100만 내지 150만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의료셔 

버스의 주요 실행책임은 23개의 주의회와 3개의 거대군에게 있다. 이틀의 인 

구는 대략 6만에서 150만 정도로서 공공치과서비스와 정신장애자에 대한 서비 

스도 하고 있다. 주의회는 60년대 중반에 정부로부터 외래환자들에 대한 서 

버스와 정신분석치료에 대한 책임율 이관받았으며， 1983년의 보건의료서비스 

법으로 인하여 주의회의 책임법위를 더 확장하여 현재는 주의회 경비의 

75-8Q% 정도가 의료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와 환경위 

생의 책임은 잃6개의 군에셔 주로 책임지고 있다. 군의 인구는 대략 5천에서 

m만이다. 사척 의료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의사들의 약 5%만이 전적으로 개 

인적인 의료활용il 종사한다. 치과의사는 짧 이상이 사척 의료행위에 종사한 

다. 사척 의료기관들은 주로 장기간의 간호보호(nursing care)를 제공하고 있 

다(’fhe Swedish Institute, April , 1993). 

스웨벤 의료체계는 여러가지 면에서 국민의 건강 보호와 치료， 질병의 예 

방 둥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읍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발전과정에셔 또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의료셔비스와 사회서비스 그 

러고 의료보험간에， 륙히 질병급부， 조기퇴직연금， 산재보험간에 적절한 연 

결이 찰 안되었다는 것과， 의료분야내에서는 1차보호와 병원치료간에 통합척 

운영이 부록하였다는 점， 환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적었다는 점 둥이 지척되고 

있다. 그리하여 1990년대에 률어와서는 의료서비스의 개혁을 위한 필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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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철과 보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 

칙이 마련되었댄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북지정책의 목적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고도 명둥한 접근율 가능하게 할 것과， 둘째로， 의료서비스의 

비용이 주로 공정한 공적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충축되도록 할 것을 정하 

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다음의 여섯가지 지침이 마련되어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고있다. 

@ 활동에 대한 재명가，@ 새로운 재원의 정비，@ 책임의 재배치， 

@ 경쟁율 포함한 시장메카니즘의 자유로운 적용，@ 관료져1의 완화， 

@ 사용자의 션택의 자유 확대 

이러한 문제점과 새로운 변확에 대한 기대는 1992년초에 구성된 한 정치위 

원회에 향후 스워l벤 의료쩌l계의 새로운 조직과 재원조달율 위한 연구률 위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회는 세가지 모텔에 관해 연구하여 1994년 봄 

에 보고서를 제출하케 되어 있다. 

첫번째 모텔은 ‘개혁된 주의회 모텔’이다. 그동안의 주의회의 운영 경험을 

검토하여 새로운 체계률 마련하자는 것이다. 병원은 보다 자율성율 갖고 다른 

형태의 경영(예컨대 사적인 재단 형태의 조직에 근거한)율 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두번째 모텔은 ‘가정의’ (family c1octor)제돼다. 가정의가 환자의 모든 

건강에 대한 책임울 지되， 팀에 의한 운영울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모텔은 ‘강제의료보험’이 도입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주의회가 

조세권을 잃게 될 것이다. 보험자는 의료에 대해 별도로 지불해야 하며 보혐 

의 각출금은 소혐l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가지의 모텔에 관한 연구는 국회에 상정되고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펀 국회는 또 하나의 위원회를 지정하여 

북지국가의 의료체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연구하여 ‘기본옳리강 

령 ’ (fundamental ethical principles)율 제출하도록 해놓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의료체계의 우선순위률 정하는 공개적 토론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최종적인 보고서는 1994년 말에 출간될 예정으로 있다(’The Swedish 

Insti tute, Apr‘il , 1993). 

v. 地方自治의 흩뿔과 社會禮밟의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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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료 지방의 민주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참여와 의 

푸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군지방의 하위 차원에서 각종위원회가 활성화됨 

으로써 더 한충 민주주의척 의건 수렴과 운영을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 

한 위원회는 륙히 사회서비스와 같은 륙정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형태 

도 가능할 것이며， 또한 구와 같은 군의 하위단위의 책임을 지는 지방위원회 

의 설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스웨렌 군의 약 114은 어멜 

형태로든지 분산화된 행정의 형태률 도입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고무적인 것 

으로 보인다. 일반 공중과 정치인이 자주 접축하는 것이 쉬워지고 그 만큼 효 

율생도 향상되었다고 불 수 있다. 

한펀 지방정부의 업무가 팽창하게 됨에 따라 군의 선출된 대표， 축， 군의 

회 의원률 은 근래에 이르러 대부분 전일제 근무(full-time base)로 바뀌게 

되었다. 남는 시간에 군의 업무를 보먼 의원들은 점점 힘들어 지게 되었다. 

이것운 민주적 정치발전율 위하어 매우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자유로운 지방정부의 발전은 사실상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정치인 

(s따‘e-time politician)률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하여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륙별 위원회를 구생하여 지방 정치인들의 

업무조건율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정책적 대안을 쩨시하도록 하고 

있다. 

1985년에 민주주의 제안 위원회(Democracy Advisory Committee)에 의해 만 

들어진 신지방정부법의 일반지침은 계속적인 자문과 검증율 롱하여 1988년 국 

회에서 정식으로 신지방정부법 전문율 기초할 위원회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1990년에 초안율 제출하게 되어 있다. 

자유공동체 실험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교훈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규제라고 하는 것이 주나 군에 와서는 불확정적 상 

황에 빠진다는 것이다.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규제중에는 매우 

일반적인 것률도 있었으며， 국가규제의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두번째는 종종 군 자체의 규제가 효율성율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건되 

었다는 점이다. 군의 규제를 단순화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중 

앙과 지방정부 쩨안위원회 (the National and Local Advisory Committee)에서 

검토하고있다. 

이와 같은 자유공동체 실험의 결과는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스웨 

벤의 민주주의률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며 계숙하여 사회서비스와 의료서버 

스의 내실화와 효율화률 기하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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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結 옳: 韓園의 社會福훌d:fj'j훌에 관한 시사점 

이제까지 스웨벤의 지방자치와 사회북지와의 관계에 대하여 현재 스웨렌의 

사실적 내용과 관계률 중심으로 하여 기술적인 수준에서나마 살펴 보았다. 복 

지국가의 발전이 어펀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가농한 것인지는 나라에 따라 사 

회에 따라 다른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스웨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북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민주주의적 지방자치라는 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 

다. 륙히 1984년 부터 시작된 자유공동체 실험은 지속적인 민주적 발전을 희 

구하는 스웨벤의 장점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것도 무리률 

수반하지 않으면서 몇개의 군이나 주로 부터 국가의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율 해온 것은 높이 명가할 만하다. 그 실험은 

1991년까지 연장되었다. 그것은 스웨렌이 사회문제의 해결율 위해서 명소에 

꾸준히 오래동안 여러가지 여론 수혐의 과정율 거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 

는 관행이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언급했먼 바와 같이 사회서비 

스법율 만드는데도 10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우 

리나라도 명소에 이와 같은 자유공동체 설혐의 과정율 거치면서 획일적 관주 

도의 행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참여의 행정， 시민이 주도하는 행정으로 지방자 

치가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윤 사회북지의 업무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루 

어짐에 있어서 국가와 주와 군의 상대적 자율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분업 

이 잘되고 있다는 점이다. 축， 사회보협과 같은 업무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 

에서 책임울 지고 있고， 의료서비스와 관계있는 업무는 거의 주가 책임을 지 

고 있으며， 군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나누어 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군에서 

사회서비스 업무와 교육율 책임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군이기 때문이다. 실 

질적인 지율권의 행사가 특히 가능해지고 있는 스웨덴의 사회복지업무의 구분 

이 또하나의 시사점율 우리에게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회북지관련 

행정업무가 보건사회부로부터 각 시도나 군구률 거쳐 동에 이르기 까지의 획 

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도 수준과 군구의 수준으로 나누어 적절하게 업무 

률 분산시키면서 지방정부의 륙성과 장점율 살리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 

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번째는 스웨멘에서의 국회와 주의회， 그러고 군의회의 선거가 동시에 이 

루어지는 것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사점이다. 이것은 기본척으로 매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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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일이라고 본다. 국력의 손실도 막고 처읍부터 주나 군 수준에서의 정치 

인들율 훈련시키는 과정으로셔의 의미도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동시 

선거가 실시된다면 그만큼 주의회의원이나 군의회의원의 위신이나 중요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가 잘되면 그만큼 민주주의가 잘될 수 있는 

것이며， 그만큼 민의가 정책결정에 반영이 잘 된다면 그것은 결국 주민들의 

보건과 의료， 사회북지서비스의 발전으로 연결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라고할수 있다. 

끝으로 스웨벤의 민주적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사회북지행정 업무는 보펀성 

과 실용갱， 그리고 포괄성의 원칙에 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러한 원칙율 근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본래 사민적 조합주의 정치체 

쩨률 가진 나라답게 연대와 명둥， 보장과 참여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근 

래에는 션택의 자유라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념척 동기가 신보수주의적 정 

권하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사실은 그것도 이미 사민당 정부에서 기반을 다 만 

들었먼 것임을 생각할 때 스워l벤 사회북지의 근간이 무엇인지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EC의 둥장과 UR의 타결 둥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국의 한계내에서 성장하였먼 북지국가가 국제적 변화에어떻게 

척웅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스웨렌에 있 

어서와 같이 민주적으로 여러 이익집단의 의견을 수렴해가는 메카니즘은 외부 

척 영향율 소화해 낼 수 있는 내부척 단합의 메카니즘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 

행할 것으로 불 수 있다. 민주적 의견 수렴의 전통과 인간을 중요한 국가의 

자원으로 보고 그 정신적 신체척 건강과 노동력율 찰 보살피고자 하는 스웨벤 

의 노력은 북지국가률 지향하는 한국의 경우에도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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