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강 사회복지발달사의 개념과 방법
Ⅰ. 사회복지 발달사의 개념과 가치: 역사적 관점
1. 본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전근대적 자선, 가족부양 등에서 현대적 복지국가 개념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함. 즉 전 근대적 자선에서
(현대적) 복지의 권리로의 변화, 발전을 설명함.

2.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역사학자 E.H. Karr) 이 말은 “역사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
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이들 사건들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 역사연구를 위한 전제
1) 기본전제


‘사회복지 발달사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하라’: 역사의 현재적 의미(해석)



‘제도의 형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배경에 주목하라’

2) 종단적 연구와 횡단적 연구
(1) 종단적 연구: 보편적 역사 연구 (연보)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가?: 제도, 인물(역사적 인물), 사건, 민중의 삶의 방식



본 강의에서는 일차적으로 자본주의 발달사에서의 시대구분을 중심으로 한 대분류, 사회복지의 중요한 제도
를 중심으로 한 중분류, 이 밖에 사회복지 발전에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 소분류로 나누어 전개함.



사회복지발달사의 대분류: 근대이전(중세) → 복지국가의 맹아기, 성숙기: 산업혁명기 ~ 2차대전 이전 → 복
지국가의 황금기: 2차 대전 이후 ~ 1970년대 초반 → 복지국가의 위기기: 1970년대 중반 ~ 1990년대 중반
→ 복지국가의 재편기: 1990년대 중후반

(2) 횡단적 연구: 국가간 비교


영국: 자본주의의 맹아가 최초로 싹트고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난 곳
→ 자본주의의 순수한 형태, 보편적 전개과정을 관찰하기에 가장 적당한 표본



독일: 자본주의의 후발주자. 국가주의적 전통이 강함. 사회보험이 세계최초로 도입된 곳
→ 어떠한 요인이 영국보다 먼저 세계최초로 사회보험이 도입되었는가를 관찰하기에 적당
한 표본



스웨덴: 산업발달에 있어 후진적이었지만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발전한 곳
→ 어떠한 요인이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였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에 적당한 표
본



미국: 신대륙으로서의 독특한 성격과 자본주의의 종주국이지만 복지후진국인 곳
→ 어떠한 요인이 사회복지 발전을 저해하였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에 적당한 표본

Ⅱ.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연구의 방법
1.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연구의 기본적 시각
1) 사회복지사상이란?


사상이란 판단과 추리의 결과로서 생긴 일정한 견해이다. 사회복지 개념을 용어와 합성한다면 사회복지의 가
치와 목표 즉 사회정의의 구현과 인간의 사회부적응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 및 사회변화에 관한 생각이 곧
사회복지사상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상과 사회복지제도 발전과의 관계


양자는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해 간다.



사회복지 사상은 그것 자체로서도 학문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만 사회복지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
드시 고찰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사회복지 발달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 역사가는 단순히 관련 사실들의 발견하고 평가하고 나열하는 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의 관점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고 역사를 기술한 예는 사회복지역사를 진화과정으로 파악한 로
마니쉰에서 찾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자선의 성격으로부터 보다 넓은 적극적인 의미로 변천하
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둘째, 자선의 사상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라는
사상으로, 셋째, 빈민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전체인구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관심으로, 넷째, 가능한 최
저한의 급여와 서비스로부터 최대한의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로, 다섯째, 개인의 치료로부터 사회의 개혁으
로, 여섯째 민간의 후원으로부터 정부의 후원으로, 일곱째, 빈민을 위한 복지라는 개념으로부터 복지사회라는
개념으로의 점진적 진화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남진 1987, 50에서 재인용)

4) 사회복지역사에 관한 사실들


E. H. Carr에 의하면, 역사연구에서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을 중시해야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역사적 사실의 기
술 그 자체가 역사연구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함. 즉 “역사연구에서 사실을 중시한다는 것은 건축물
에 비유하여 말한다면 좋은 건축자재를 쓴다는 것이지 훌륭한 건축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
고 말함. 좋은 역사책의 조건: 1) 좋은 역사적 사실들만을 골라 기록한 책, 2)어떤 사실이 다른 사실보다 중요
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순전히 역사가의 판단에 달려있다.

2.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연구의 의의와 방법
1) 사회복지 역사 연구의 의의


현재 상황(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에 다가감.(예:1) 한국 국가복지와 사회복지 실천의 저 발달(현
실)의 원인??? 2)세계화가 사회복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19세기 말 선발 자본주의 국가
들의 세계화 경험을 분석함-예컨대 세계화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을 살펴 봄.

2) 사회복지 역사 연구의 방법
(1) 사회복지 제도 발달론과 산업화론
① 산업화론이란 한마디로 특정 사회의 산업화가 현대 사회복지의 생성과 발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이론; 현대 사회복지 발전을 설명하는 매우 유력한 이론임.
② 이 이론의 한계


비슷한 산업화를 경험하여도 다른 형태의 복지제도들이 나타나는 두 개 이상 나라(사회)들의 차이를 설명하
기 어렵다. 예를 들면, 유럽, 미국은 비슷한 시기에 사회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20세기 중반부터 유럽국가들과
미국에서 나타난 현대 사회복지제도와 국가복지 체계는 매우 차이가 크다. 미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또는
자유주의형 복지국가라 한다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 훨씬 제도화된
사회복지와 적극적 국가복지 체계를 발전시킴.



산업화 이론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현대 사회복지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매우 다양한 이론들이 산업화 이
론의 한계를 보충함.



림링거는 산업화 이론을 기초로 하면서도 사회문화적 전통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러
시아 등 지역 국가들의 국가복지와 사회복지체계의 차이를 설명하였음.(한국 사회복지학연구회 역, 가스통 림
링거 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도서출판 한울)

③ 시대구분의 중요성


시대구분(의 방식)은 필자(강의자)의 역사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음.



사회복지역사에 있어서 (시대구분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미묘한 부분은) 사회복지의 시작을 어느 시기로
볼 것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④ 자본주의 발달을 염두에 둔 시대구분


저자 박광준은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복지의 발전은 항상 깊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사회복지 역사
서술을 함.

3. 사회복지발달의 기준:(48면)
1) 사회복지제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가?


생존권 보장이 강화되는가?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가 강화되는가?

2)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적 공평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가?


사회복지대상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과학성이 강화되는가?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의 충당은 공평한 방향으로 진행되는나?

3) 사회적 효과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가?


사회복지가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의 목표를 의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가?



사회복지가 지속적인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