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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사회보장론 나병균  나눔의집   

참고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사회보장론 이준영  학지사  2008 
 사회보장론 원석조  양서원  2008 
한국의 사회보장  유광호 외 2인  유풍출판사  2005 
세계의 사회보장 신섭중 외 유풍출판사
사회복지정책론 손병덕 학지사 2012

- 교과목 개요 : 사회보장의 원리와 현실 제도들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이다. 본 강의에서는 사회보장

의 원리와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들로 나타는 사회보장 제도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한계를 분석, 비판한다. 또한 앞으로 한국 사회보

장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한다.

- 학습목표

1.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한다.

2.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다.

3. 복지국가에서 보이는 다양한 사회보장의 형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4.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형태와 방식을 창조적으로 구상해본다.

1. 교과서에 기초한 강의 방식

2. 교재와 참고도서들을 이용하여 발표준비 경우 다음의 출처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람.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근로복지공단 http://welco.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강 의 계 획 서

Ⅰ. 강의 목적 및 개요

Ⅱ. 강의 진행방법

Ⅲ. 교재

Ⅳ. 참고도서



평가항목별 반영비율(%)

1. 출석 10%
2. 과제 10%
3. 중간고사 40%
4. 기말고사 40%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1. 출석 : 6회 이상 결석은 F
2. 과제 : 수시 (A4용지 1~2매 정도)
3. 논술영 고사 2회 (중간, 학기말)

출석미달 기준  

주 학습내용 교재(page)
활동사항
/과제물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역사 : 자선의 시대, 공공부조의 시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3 사회보장보호기술의 변천  

4 사회보장의 유형  

5 사회보장의 행정과 재정  

6 공공부조의 원리와 형태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와 분석  

8 중간고사

9 의료보장의 원리와 형태  

10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분석    

11 공적연금의 기본원리와 형태  

12 국민연금제도 분석  

13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한 것인가  

14 한국 사회보장의 과제와 전망    

Ⅴ. 평가방법 

Ⅵ. 주별 강의계획 및 과제

Ⅶ.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