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회 복 지 정 책 론  강 의 계 획 서

1. 강의 목표 및 개요

강의 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역사, 목표와 수단에 대하여 학습한다.
2. 사회문제가 정책의제화 되어 정책결정·집행에 이르는 과정과 급여, 전달체

계, 재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3. 사회복지정책의 결실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그리고 각 분야별 사회복지 서

비스 정책을 폭넓게 학습한다.

강의 개요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역사,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목
표와 수단을 소개하며, 사회문제가 정책의제화 되어 정책결정·집행에 이르기까
지의 전반적인 과정과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여건으로서의 급여, 전달
체계, 재정에 대하여 학습하고, 사회복지정책의 결실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그
리고 각 분야별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을 폭넓게 다루는 학문이다.

강의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정책의 의제화, 정책결정, 집행, 전달체계 등

강의 교재
사회복지와 정책, 김정록 외, 동문사, 2009
노인복지와 공적요양보험(독일의 수발보험 도입배경을 중심으로), 김덕환, 외신흥매드싸
이언스, 2005

2. 강의 주제 및 내용

주차 차시 주제 내용

1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정의
가) 공공정책으로서 사회복지정책
나) 사회정책으로서 사회복지정책
다)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적 접근

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가) 변화하는 정책
나) 가치 개입적 정책
다)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
라) 이익집단의 힘이 약한 정책
마）내용포착이 어려운 정책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가) 사회복지 개념 구분에 의한 영역
나) 정책주체에 의한 영역
다) 정책목표에 의한 영역

2

1 빈민정책시대(1600~1800년대)
가) 엘리자베스 빈민법
나) 정주법
다) 작업장법과 작업장 심사법

라)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 제도
마) 신빈민법

2 사회보험시대 및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
가)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나) 영국의 사회보험제도
다)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영국 및 미국)

3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달사
가) 대한민국 건국기
나) 발전국가시기
다) 민주화·세계화 시기

3

1 일반적 가치와 평등
가) 일반적 가치
나) 평등의 개념
다) 평등의 대상

2 효율
가) 수단으로서의 효율
나) 파레토 효율
다) 평등과 효율의 관계

3 사회정의(Social Justice)
가) 사회정의에 대한 관점들
나) 사회정의와 권리
다) 다원화 사회와 사회정의



주차 차시 주제 내용

4

1 사회복지정책의 정책목표 1
가) 사회복지정책의 정책목표
나) 정책목표의 종류
다) 정책목표의 기능 또는 역할

2 사회복지정책의 정책목표 2
가) 정책목표의 계층화
나)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2

3 사회복지정책의 정책수단
가) 정책수단의 개념
나) 정책수단의 종류 1
다) 정책수단의 종류 2

5

1 정책의제형성의 개요 및 설정과정
가) 사회문제, 사회문제의 이슈화
나) 공중의제 또는 체제의제
다) 정부의제 및 다양한 정책의제설정과정

2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유형 및 

정책문제의 정의

가)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나) 정책문제의 정의
다) 정책문제의 절차

3 정책목표의 설정
가) 정책목표의 설정
나) 정책목표설정의 요건 1
다) 정책목표설정의 요건 2

6

1 정책대안의 형성 1
가) 정책대안의 의미
나) 정책대안의 형성과정
다) 정책대안의 탐색 및 개발

2 정책대안의 형성 2
가)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1
나)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2
다)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3

3 정책의 결정
가) 정책결정의 의미와 성격
나)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1
다)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2

7

1 정책의 집행 1
가) 정책집행의 의의
나) 정책집행의 유형 1
다) 정책집행의 유형 2

2 정책의 집행 2
가) 정책집행에 미치는 요인
나) 정책집행의 성공요인
다)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순응거부

3 정책의 평가
가) 정책평가의 의의
나) 정책평가의 유형 1
다) 정책평가의 유형 2

8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가) 보편주의
나) 선별주의
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혼합

2 급여의 형태
가) 현금 및 현물
나) 증서 및 기회
다) 권력 등

3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 효율성
가) 사회적 효과성
나) 사회적 효율성
다) 각국의 사회적 효과성과 효율성 비교



주차 차시 주제 내용

9

1 정부와 민간기관
가) 공공복지
나) 민간복지
다) 제3섹터

2 민영화와 상업화
가) 민영화
나) 종교기관
다) 상업화

3 고려사항 및 새로운 시도
가) 조정, 의도적 중복, 전문화된 접근구조
나) 역할부과, 전문가 이탈, 시민참여
다) 서비스 조절, 서비스 관리제

10

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공공재원
가) 일반세
나) 목적세와 조세비용
다) 조세방식의 장점

2 사회보험료
가) 사회보험료의 성격
나) 사회보험료의 장점
다) 사회보험료의 한계

3 민간재원
가) 민간재원의 유형 1
나) 민간재원의 유형 2
다) 민간재원조달의 장점과 한계

11

1 공공부조의 개념
가) 공공부조의 정의
나) 공공부조제도의 원리와 원칙

2 빈곤의 개념
가) 빈곤이란 무엇인가?
나) 빈곤의 구분
다) 빈곤의 측정

3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가) 도입 및 발전과정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내용

12

1 국민연금
가)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및 발전
나)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1
다)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2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 고용보험
나) 산재보험 1
다) 산재보험 2

3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가) 국민건강보험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1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2

13

1 노인 및 아동·청소년 복지
가) 노인복지정책
나)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1
다)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2

2 장애인복지 및 여성복지
가) 장애인복지정책 1
나) 장애인복지정책 2
다) 여성복지정책

3 가족복지
가) 가족복지와 가족복지정책
나) 다양한 가족형태
다) 우리나라 가족복지의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