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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서비스 담론 분석

-두 개의 축에 따른 네 가지 지형*-3)

김 보 

( 남 학교)

[요 약]

2007년 바우처 사업 실시 등 사회서비스가 재정, 공급자, 서비스 등에서 다각적으로 확대되는 가운

데 이 과정에서 도입된 선택과 경쟁을 중심으로 한 시장적 접근에 논란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흐름

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역사적 발전을 경험한 영국에서 나타났던 사

회서비스 담론을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적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에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이동하는 사회서비스 담론의 흐름이 집합주의와 개인주의라는 또 다른 축으로 구분되고 있음

이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담론을 가르는 이 두 개의 축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논의에 이론적인 기여

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사회서비스 담론, 이용자 중심 서비스, 집합주의, 개인주의

1. 서론 : 최근 사회서비스 정책 변화와 담론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확 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에 해

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만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만큼 관심의 역

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사회서비스의 확 는 서비스 상, 서비스 종류, 

서비스 공급방식, 공급기관 등 모든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또한 예산의 증가

로 나타나고 있다. (강혜규, 2008; 김용득, 2008; 남찬섭, 2009).

* 이 글은 강혜규․김보 ․엄태 ․김은지․정세정(2010)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논문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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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변화의 방향에 해서도 해석이 다양하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 다양한 민간 공급자

의 참여 아래 이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장체계를 적극

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표적으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직접 재원을 

지급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김종해, 2008; 이 범․남승연, 2010).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촉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와 같은 개혁 방향은 학계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감정기, 2007; 김용득, 2008; 김

종해, 2008; 남찬섭, 2009). 또한 현장이 받고 있는 충격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실천은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기본적으로는 보조금 지

급 방식으로 운 되어 왔다. 공공 기관과 민간 복지 기관과의 배타적 관계를 기초로 하는 기존의 보

조금 방식은 공급자가 중심이 된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프로그램 내용이나 운 , 상자 선정까지 상당부분은 보조금을 

받는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 던 것이다.

하지만 바우처 제도는 이러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 

효과성에 한 논란이 분명 존재하지만 어쨌건 기존의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에 한 결정권의 실질적인 중심이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서는 다양한 비판과 회의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단지 우리

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욕구를 규정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구성하는데 있어 이용자 중심을 강조하는 것은 21세기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에 있어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있다(Holloway and Lymbery, 2007).

아울러 유념해야 할 점은 그렇다고 이용자 중심이 반드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운용

하는데 이용자를 참여시키거나, 더 나아가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에 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Wanless, 2006). 이러한 시도들은 단지 이용자

의 선호나 욕구를 더 잘 반 하도록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들이 직접 통제권을 누릴 수 있도

록 하는 시도이고 이를 통해 이용자는 훨씬 더 높은 만족을 얻는다고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

서 사회서비스에 있어 이용자 중심 제도를 논의하는데 있어 이러한 서로 다른 접근과 관점에 해서 

이해하고, 이들이 어떠한 특징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떠한 강점과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집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여기에서는 국의 사회서비스1) 담론에 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사

1) 국에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는 시 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 6, 70년  까지만 해도 사회서
비스(social service)는 의료, 교육, 주거 등 모든 공공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으며 장
애인, 노인 등에 한 서비스는 복지서비스(welfare service)라고 구분하여 지칭하 다. 하지만 시봄
보고서 이후 이에 한 용어는 개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로 통일되었다가 그 이후로는 
다른 서비스는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로 불리면서 그냥 사회서비스라고 하거나 최근에는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기에서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용어를 사회서비스
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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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서비스 정책에 한 관점과 접근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음과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최근 변화를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이고 개념적 틀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국의 경험이 주는 혜택은 분명하다. 국은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있

어서도 전후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의 성립, 처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의한 복지축

소와 민 화, 뒤이어 신노동당의 제3의 길에 기초한 개혁 등 세계적인 사회복지 담론을 이끌어 왔던 

역사는 사회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70년  시봄 보고서(Seebohm Committee, 1968)에 기

반을 둔 국가중심의 사회서비스를 확립한데 이어서 90년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1988)에 의해 

추진된 시장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care) 개혁, 다시 신노동당 집권 시기를 거

치면서 추진된 개인화(individualization)와 자립(independence)을 중심으로 한 개혁(김보 , 2009) 등 

다양한 개혁과정의 역사를 거치면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담론 논의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것이다. 

이러한 국의 사회서비스 담론에 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서구 중심의 이론적 논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1) 역사적 접근과 문헌 분석

기실 사회복지분야에서 적어도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이론과 개념들은 ‘수입’된 것이 사실

이다. 그 자체가 문제일순 없지만 그것이 적지 않은 경우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입장

에 따라 서로 다른 논의만 부각시키면서도 이른바 ‘선진국’의 것이라는 이유로 정당성이 포장되는 경

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험 국가들의 논의들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특정시 의 특

정 논의만을 떼어서 보기보다는 역사적 맥락과 시 의 흐름 속에서 개별적인 논의들을 살펴보는 역사

적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의 현  사회서비스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

루어졌던 1960년 부터 최근 2000년 까지의 문헌들에 한 분석을 통해 시 의 흐름에 따라 등장했

던 담론들을 구분해보고 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프로퀘스트(Proquest)에서 제공하는 응용사회과학 색인 및 초 록(Applied Social 

Sciences Index and Abstracts, ASSIA), 사회서비스 초록(Social Services Abstracts) 등의 데이터베

이스를 활용하 으며 시 에 따라 또는 문헌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한 지칭이나 역의 차이가 있으

므로 복지서비스(welfare service), 개인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사회적 보호(social care),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등의 핵심어를 사용하여 문헌을 검색하 다. 이를 통해 나타난 문헌들에 

한 검토를 통해 담론수준의 논의를 추출하 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87건의 문헌이 분석에 포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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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사회서비스 담론의 역사적 흐름

여기에서는 일단 구체적인 제도는 일단 논외로 하고 이러한 제도적 개혁의 배경이 된 다양한 사회

서비스 담론 논의를 중심으로 보았다. 그 결과 국가주의, 전문가주의, 급진주의, 지역사회 보호, 소비

자주의적 역량강화, 참여민주주의적 역량강화, 자립생활, 돌봄의 윤리 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시 별로 따져 본다면 먼저 기본적으로 국가중심 제도 확립의 배경이 되었던 국가중심의 전통적 집합

주의(국가주의)와 주로 미국에서 수입된 정신 병리학에 기초한 개별사회복지실천(casework)을 중심

으로 발전한 전문가주의를 구분해볼 수 있었다. 전문가주의는 실제로 공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

이 발전한 국에서 국가중심의 사회서비스 제도 성립의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에 한 

이해와 접근방법에서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중심으로 한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이 

–적어도 학교육에서는 - 상 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따로 구

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주의(statism)와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는 이들에 한 

비판에 기초하고 있는 급진사회복지실천(radical social work) 등의 급진주의와 함께 전통적 담론의 

범주로 묶어 볼 수 있을 것이다.

80년  들어서 시 적 변화에 따라 나타난 담론으로 우선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care)담론을 

들 수 있다. 원래에는 격리된 규모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지역사회 내 소규모 시설이나 가족을 중

심으로 한 보호로의 이동을 의미하 다. 하지만 이것이 처의 복지축소 논의와 맞물리면서 가족, 즉 

여성에게 더 많은 책임을 전가하는 가족주의적 특성을 또한 포함하면서 많은 비판의 상이 되기도 

하 다. 당시 지역사회 보호는 이러한 담론 수준에서 뿐 아니라 사례관리 모델 등 구체적인 제도개혁

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 으나 여기에서는 담론적 차원에서만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와 동시에 등장하 던 논의는 역량강화(empowerment) 다. 이 역시도 단일한 입장이 있었던 것

이 아니라 당시 시장화 개혁과 맞물려서 일반적인 시장에서와 같이 이용자가 경쟁하는 공급자 사이에

서 선택권을 행사하는 소비자주의적(consumerist) 역량강화가 있었고, 이와 차별되게 서비스의 정책

적 결정과정이나 결정과정에서 이용자가 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참여민주주의적(participatory 

democratic) 역량강화 논의가 발달하 었다.

90년 를 거치면서 2000년 에 들어서는 공급자에 의해 이용자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에 한 결정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하 다. 더 이

상 이용자가 서비스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닌 ‘자립'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장애계의 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이 그것이다. 또한 이 자립생활 담론이 

여전히 의존하는 자와 자립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주고받

을 수밖에 없으므로 돌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을 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주의를 기

초로 한 돌봄의 윤리(ethics of care)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담론들의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과 내용, 주요한 비판들과 이에 한 응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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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적 접근

 

어떠한 사회이던지 그 사회의 사회서비스 제도는 집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개인적인 자조 사이의 

균형에 한 특정한 관점을 반 하고 있다(Barclay, 1982 para. 7.3). 이는 복지제도에 있어서 집합주

의(collectivism)와 개인주의(individualism)간의 서로 다른 관점을 반 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

하여 집합주의에서는 문제와 욕구를 사회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이에 한 응 역

시 집합적으로 응하려는데 반하여 개인주의에서는 문제와 욕구는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개별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며 주로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집합적 응이 오히려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인주의에서는 이러한 간섭으로부터 개인에게 자유가 주

어지는 것이 더 우선적이며, 이럴 때 개별적인 욕구와 문제는 개인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구분은 다소 전형적인 접근방법과 모형이 있다. 집합주의에서 사회적인 응이란 주로 국가

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공급으로 나타나며 욕구를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만큼 정해진 형식과 방

식에 따라 다수에게 일괄적으로 공급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서비스의 내용은 개별적인 이용자

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공급자인 국가가 이용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주의적인 접근에서는 문제란 예외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외적인 것을 판단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며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도 스스로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해결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는 집합주의적 접근보다는 보다 ‘개

별적’으로 다루어지겠지만 그에 한 판단은 역시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 즉 전문가가 해야 하는 것이

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적인 집합주의적 접근과 개인주의적 접근을 각각 국가주의, 전문가주의와 연

결해볼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접근의 이면에는 공급자는 이용자를 ‘위해’ 존재하며 따라서 공급자와 이용

자 간의 이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고, 공급자가 이용자보다는 보다 공공적 위치에 있거나(국가주

의) 전문적 위치에 있으므로(전문가주의) 어쨌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가에 한 최종적인 판단은 공급자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급진

주의에서는 제도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급자와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용자와의 이해관계는 

다르며 따라서 공급자에 의해서 운 되는 사회서비스는 정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권력관계를 

감추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권력구조에 반하여 이용

자들을 조직하고 이용자들에 의해 이해가 반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급진주의는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사회서비스를 부정하는 논의이지만 국의 사회복지실천

에 있어 과거 급진사회복지실천(radical social work)에서부터 최근 반억압적 실천(anti-oppressive 

practice)까지 공급자의 관점과 립되는 이용자의 관점을 제기해 왔던 하나의 흐름으로 존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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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쩌면 이용자 중심 접근에 한 전통적인 담론이자 최근 이용자 중심 논의에 

뿌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또 다른 전통적 담론으로서 급진주의 역시 살펴보도

록 하겠다.

1) 국가주의(전통적 집합주의)

복지국가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가 국가를 중심으로 성립되는 배경에는 마샬의 시민권의 

개념이 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시민권의 개념 

중에서도 특히 그 일원들이 국가라는 장치를 통해서 집합적으로 서로간의 복지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회권의 개념이 그 기초가 되었다(John Harris, 1999). 이러한 기초 위에 성립되었던 복지국가에서 

사회서비스는 상 적으로 뒤늦게 발달되었다. 사회보장, 보건의료, 주거, 고용 등 다른 사회정책 역

이 제 기능을 한다면 별도의 개별적인 서비스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점차 이러한 정

책들이 미처 응 못하는 특정한 문제들에 응하기 위한 역으로서 사회서비스가 인식되기 시작하

다(R. A. Parker, 1970).

이러한 맥락에서 성립하게 된 국가중심의 사회서비스에 한 접근에서는 다른 복지정책과 마찬가

지로 보편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접근에서도 돌봄에 한 기본적인 책임은 가족

에게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지만 국가 역시 이러한 가족의 역할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한다(Seebohm Committee, 1968; The committee on 

children and young persons, 1960 para. 12).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서비스는 예외적인 예방이나 어려

움에 한 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 시민들의 복리(well-being)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Political and Economic Planning, 1961) 나아가서는 다른 복지제도와 함께 소득재분배와 사회통합의 

기능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제도가 금전적 소득 재분배라면 

사회서비스 등은 실질적 소득(real income)의 재분배라는 것이다(Marshall, 1970). 또한 장애나 질병

으로 인한 소외에 처하기 때문에 평등과 사회통합의 목적 역시 갖는다고 인식되었다(Webb and 

Wistow, 1987).

이렇게 사회권과 보편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주의는 또한 정상화(normalization) 논의와도 관련이 

있다. 사회서비스는 개별적인 것이지만 장애 등 어려움으로 삶의 최선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개개

인들이 재활하고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시민권적 권리를 보장

한다는 것이다(Marshall, 1965). 하지만 이러한 정상화 논의는 ‘정상(normal)’이라는 것에 한 정해진 

기준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에 맞추어 사는 것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이해 속에서 공급자 

중심 접근으로서 일정 부분 사회통제적인 속성 역시 가지고 있다(Smith and Brown, 1992).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 해 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용자 중심 경향에 한 응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고충처리과정 확립, 서비스 질 기준 적용 등이 나타나고 있다(Wistow and 

Barnes, 1993). 이를 기반으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뒤에서 다룰 참여민주주의적 역량강화 담론일 것

이다. 또한 국가주의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공공의 책임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가지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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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용자 중심 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지점은 이용자 스스로 결정권

과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할수록 불가피하게 그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동시에 이용자에게 전가하

는 측면이다. 즉, 역할과 책임을 이용자에게 이전시킬 때 이를 상 적으로 제 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

회서비스 이용자는 보호받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Cowden and Singh (2007)는 이러한 경향이 오히

려 모든 시민들이 자신에 해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도덕적 권위주의(moral authoritarianism)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반하여 국가주의는 이용자 보호에 한 공공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전문가주의(전통적 개인주의)

전문사회복지실천이 먼저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는 문제에 한 개인주의적인 이해와 더불어 민간

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 두드러지지만 국의 경우에는 시봄 보고서 이후에 국가중심의 사회서비스 전

달체계가 확립이 되면서 공공 역을 중심으로 전문사회복지실천이 발전해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집

합주의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국가주의와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전문사회복지실천이 서

로 만나게 된 데에는 국 나름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Forder and Kay, 1973). 즉, 국에서 전후 

복지국가가 성립이 되면서 다른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은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는 믿음이 존재하게 되었고,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은 그 나머지 역에 속하는 사회심리적인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70년 의 사회서비스국 설립은 공공 사회복지사들에게 그 들

만의 실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자신만의 역은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의 심리치

료적인 사회복지실천이론의 유입으로 인해 전문가주의적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나 문제에 한 병리학적 이해와 치료적 접근을 강조하는 심리학의 향으로 개별사회사업

(casework)은 사회복지실천 교육이나 실천에 있어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Bailey and Brake, 1975). 

준의료모델(quasi-medical model)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접근에서는 프로이드주의에 기초한 개

별적 치료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주로 인성(personality)의 기능이상(malfunctioning)으로 규정한다

(Heywood, 1973).

하지만 이러한 전문적인 접근 방식은 사회복지실천의 궁극적 목적보다는 수단이 더욱 강조되는 결

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Leonard, 1975). 이러한 전문가주의적 접근은 상이 되는 소외된 

집단의 복지권의 확 와 같은 궁극적인 목적과 거리가 먼 개인주의적인 접근이며 이러한 병리학적 모

델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은 궁극적으로 목적 보다는 수단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복지사들의 전문가적 지위에 한 열망으로 더욱 강화되어 실천에 있어 전문가적인 기준

이 목적보다 우선시되고 이로 인해 개인과 사회 간의 연관성에 한 이해는 붕괴된다고 비판한다.

또한 이러한 전문가주의의 향으로 국가주의에서 지적되었던 공급자 중심의 한계가 더욱 강화되

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주의 역시 국가의 부처주의(departmentalism)처럼 이용자가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두어 욕

구를 재단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Forder, 1975). 즉, 국가주의와 전문가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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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서 공급자 중심 서비스의 한계는 보다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지적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전문가주의적 입장에서는 오히려 단순히 이용자에게 권한을 주어주는 형태의 이

용자 중심 접근에 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Clarke(2001)는 역량강화 논의에 해서 생

태학적(ecological) 역량강화 모델을 제시하면서 통제권이나 결정권을 발휘할 능력에 한 고려가 없

는 역량강화 논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역량강화는 개인적인 자존감,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개인

적 차원의 심리학적 접근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Waterson(1999)

은 또한 국가주의와 마찬가지로 공급자 중심의 입장에서 이용자 중심 접근에 해 가질 수밖에 없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즉,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과 선택권을 주어져야 

한다는 요구와 그것이 곧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자를 보호해야 하는 전

문가적 책임 사이의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3) 급진주의와 반억압적 실천

급진사회복지실천(radical social work)은 70년 와 80년 에 주로 국가중심의, 그리고 전문가주의

적인 사회복지실천이 오히려 상자의 이익보다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에 한 인식과 저항을 촉구했던 움직임이다. 이 급진주의에서는 복지국가의 성립 역시 노동자 계

급의 불만에 한 응이자 이들의 봉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들의 삶을 개선시켜 줌으로

써 자본주의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 다고 해석한다(Case Con, 1970). 이러한 인식

이 결여된 사회복지실천은 상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보다는 자본주의 체제를 위한 것이 되며 지배계

급의 헤게모니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Bailey and Brake, 1975).

이에 따라 급진주의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이러한 억압과 소외에 해서 이용자들이 인식하

게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상자들이 소외되는 경제적 기반을 바꾸고 복지제도가 이용자들에 의해 통

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tatham, 1978). 이 때문에 급진주의에서

는 수급자 조합(claimants’ union), ( 구임 주택) 세입자 협회 (tenants’ association), 한 부모 가족 

단체, 여성해방운동, 게이해방전선(Gay Liberation Front) 등 당시에 일어나기 시작한 이용자에 의한 

운동에 주목하 다(Bailey and Brake, 1975). 이러한 급진주의는 우선 국가주의나 전문가주의에서는 

간과하 던, 공급자와 이용자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이용자의 통제권 

문제를 거론하 다는 점에서나 이용자에 의한 운동에 주목하 다는 측면에서 최근의 이용자 중심 논

의에 상당한 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진주의 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까지 국 사회사업 교육과 실천에서 핵심적인 접

근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는 반억압적 실천(Anti-oppressive practice, AOP)으로 계승되고 있다

(Wilson and Beresford, 2000). 반억압적 실천에서는 이용자를 다른 존재로 구분하지 않고 이용자의 

권력 불평등, 차별, 억압에 한 문제에 주목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이 의료적 모델이나 전문가의 

권력에 의해 이용자의 지식을 통제하고 수동적 존재로 한계 짓는 것을 경계한다.  이에 따라 반억압

적 실천에서는 이용자의 문제를 근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불평등에 응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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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프트 리소스(soft resource)’ 뿐만 아니라 재원, 주거, 교육과 고용 기회와 같은 ‘하드 리소스

(hard resource)’를 동원하여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 운동과 같은 이용자 운동을 강조한다

(Butler and Drakeford, 2001).

이 중 특히 이용자 운동은 반억압적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

용자 운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실천이 전통적인 담론을 진보적이고 해방적인 입장에서 도전할 수 있도

록 하며 ‘전문가’에 의해 규정되는 ‘욕구’의 틀에 이용자를 가두어 놓기 보다는 인권과 시민권을 중심

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가령 ‘장애의 사회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과 같이 

서비스 이용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접근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Beresford and Croft, 2004).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사들도 스스로 노

조를 조직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집합적 이용자 운동과 연 하고 더 나아가 반세계화 운동이나 

반자본주의 운동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Ferguson and Lavalette, 2004).

하지만 이러한 입장이라고 반드시 모든 이용자 중심 논의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Jordan (2004)

은 이용자의 개인적인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 하여 잠재력을 성취하는 것을 강조하는 (직접 지불제와 

같은) 접근은 이러한 물질적이고 지적 자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소수자, 장애인, 장기질환자들에게 

있어 한계를 지적한다. 이들에게 이러한 경쟁적 환경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적으며 이러한 사회복

지실천은 이용자들을 선택과 자율의 상황에 어 넣으면서 단지 범죄, 약물, 정신질환과 같은 파괴적

인 저항 전략을 통제하는 책임을 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은 이러한 개인

적인 자율성 증진을 추구하면서도 이를 상호성과 민주주의적 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지역사회보호와 가족주의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는 애초에 제기되었던 60년 까지만 해도 외진 곳에서의 형 수용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탈피하고 보다 소규모의, 일상생활에 가까운 지역사회내의 보호로 이동을 뜻하

는 것이었으나 70년 에 들어서면서 그 의미는 점점 더 지역사회, 즉 가족과 이웃에 의한 보호의 의

미가 강조되었다(Finch and Groves, 1980; Webb and Wistow, 1986, 1987). 지역사회(community)의 

의미가 점차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에서 관계의 의미로 변해갔던 것이다. 실제 바클레이 보고서

(Barclay, 1982 para. 13.6)에서도 “우리는 지역사회를 혈연, 공통의 이해, 지리적 근접성, 친교, 직업,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또는 이러한 것들의 조합에 의해 사람들이 연결되는 비공식적 관계에 의

한 하나의 또는 다수의 네트워크로 정의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책임은 반드

시 공공에만 있지 않으며 사회적 돌봄도 비공식적인 지역사회의 돌봄과 공식적 공공서비스의 돌봄을 

모두 포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 정부의 지역사회보호 개혁을 권고했던 그리피스 보고서

(Griffiths, 1988 para. 30)에서도 “만약 지역사회보호가 어떤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개인과 

그 개인의 수발자에 가능한 가깝게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보호 담론은 한편으로는 국가 중심적이고 전문가 중심적인, 즉 공급자 중심적인 

담론에서 보다 이용자 중심적인 담론으로의 이동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 다. 즉 공급자와 이용자가 



308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 1 호

기존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기존에 중

앙 집중적이고 경직된 것에서 보다 이용자에게 반응적이 되고 유연하게 되기 위해서 분권화되고 참여

적인 모델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Butcher, 1986). 따라서 집합주의적 입장에서도 보다 참여

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안으로 이해되기도 하 다(Dalley, 1996).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강조되었던 것은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문제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보호는 관료주의와 전문가주의의 

안으로서 비공식 부문과 비 리 조직들을 강화시키고 국가의 개입은 축소시키되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접근 방식으로 이해되었다(Hadley, 1981).

따라서 많은 지역사회보호에 한 실증연구에서 이용자들이 기존의 방식에 비하여 지역사회 내에

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집단이 보다 덜 병원을 찾게 되고, (정신질환) 증상이 완화되며, 사회통합이나 

삶의 만족감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Rushton, 1990). 하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결국 

지역사회보호는 이들에 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주장한

다(Goodwin, 1989; Langan, 199; Scull, 1986) 또한 비판자들 지역사회 비공식 역에 책임을 전가시

키는 지역사회 보호가 결코 비용이 적게 드는 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족이 지게 되는 과도한 

부담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그 이면의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Green, 

Creese, and Kaufert, 1979; O'Shea and Blackwell, 1993).

더욱 근본적인 비판은 주로 여성주의(faminism)에서 제기 되었다. 지역사회라는 모호한 용어가 그 

실제적 의미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는 곧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족은 곧 여성을 

의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보호란 결국 여성에 의한 보호에 다른 말일 뿐이라는 것이다

(Finch and Groves, 1980). 따라서 지역사회 보호가 진전되면 될수록 이는 실질적으로 돌봄에 한 

저임금 여성 노동력에 한 의존에서 무임금 여성 노동에 한 의존으로의 이전을 뜻할 뿐이라고 지

적한다(Jefferys, 1983). 그렇기 때문에 여성 차별적이지 않은 지역사회 보호란 불가능한 것이라고 규

정하기도 한다(Finch, 1984).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역사회 보호는 가족주의(familism) 담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가족주

의란 말하자면 반국가주의적이고 반집합주의적인 전통 담론으로 국의 경우 ‘빅토리아 시  가치

(Victorian value)’로 자주 별되며 신보수주의 복지국가 축소 담론으로도 연결되고 있다(West, 

1984). 요약하자면 가족주의는 개인과 가족이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전통적인 도덕이라고 주

장하고 이는 자연스러운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자유주의와 만나면서 

결혼관계 안에서의 개인주의와 선택권이 재조명되고 또 2세 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미덕으로 다시 강

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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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량강화(empowerment) 담론

시봄 보고서 이후에 이루어진 사회서비스국의 중심으로 한 공공 사회서비스의 성립이 한편으로는 

공급자 중심 사회서비스 제도의 확립을 의미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를 위해 최선을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독점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관료-전문가주의 모델에 한 비판으로 이용자의 역량강화 

담론이 두되기 시작하 다. 그 핵심은 서비스가 개별적인 욕구에 응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해져

야 하며 보다 개개인들의 목소리가 서비스 공급에 반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좌우 입장에 따라 

접근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다(John Harris, 1999). 즉, 보다 개인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우파에서

는 국가독점이 아닌 다양한 공급자간의 경쟁 속에서 이용자는 소비자로서 선택권을 행사하는 소비자

주의적(consumerist)인 접근을 채택하 고, 집합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 보다는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목소리를 반 하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적인 접근을 주창하

다. 다시 말해 역량강화 담론은 하나의 단일한 입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 두 가지 서로 다

른 접근은 서로 립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를 순서

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소비자주의적 역량강화

소비자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공급자 중심으로 개개인의 차이와 욕구를 

무시하고 이루어진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상업 시장과 같은 경쟁과 선택의 원리를 사회서비스에 도입

하여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행사하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해서 보다 질 좋은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90년  보수당 정부의 시장화 개혁의 기반이 

되었던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1988)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공급자에게서 소비자에게로 권력이 재 배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 다

(McGrath and Grant, 1992). 기존의 공급자 중심 구조에서 이용자는 주는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피

동적인 존재 지만 이와 같은 경쟁 구도에서 이용자는 선택권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소비자가 되는 것

이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공급자는 한편으로 서비스의 질에 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의 보

다 효율적인 운 에 해서 책임을 지면서 보다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한다(Jordan 

and Jones, 1995). 그러한 측면에서 경 학적 접근은 소비자주의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었다. 신공공관

리(New Public Management, NPM)으로 지칭되는 이러한 흐름은 기존의 경직된 관료주의적 접근에

서 벗어나 경쟁적인 환경에 맞게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 학적 기법이 적극적으로 도

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esford and Croft, 2004; Hunter, 1993).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소비자주의적 접근이 공공 사회서비스의 더욱 중요한 측면을 약화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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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비용 효과성, 경쟁 등이 강조되는 이러한 상업문화 속에서는 욕구와 권리

와 같은 공공의 가치는 이미지와 같은 비본질적인 요소에 의해서 체되고(Chapman, Goodwin, and 

Hennelly, 1991), 공급자간의 경쟁은 결국 협력에 적 적인 환경을 만들어 서비스를 보다 분절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빚는다는 것이다(Hunter, 1993).

가장 실질적인 비판은 상업적 시장과 사회서비스 시장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나

온다. 즉, 상업적 시장과 달리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란 장애인, 장기질환자, 노인과 같이 사회

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이며 이러한 이상 상업시장의 소비자처럼 상품을 고르고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

을 기 하기 힘들며 가장 결정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다른 곳에서의 선택(take 

their custom elsewhere)’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Biehal, 1993). 따라서 Hunter(1993)는 결

국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선택은 실제 공급자에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사회권이 보

다 강조되던 이전보다 이용자의 권한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참여민주주의적 역량강화

소비자주의적 역량강화 논의는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 상자의 소외된 지위 때문에 시장적인 환

경에서 오히려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참여의 논의는 이러한 이용자

들의 권리와 향력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실질적인 권한의 강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접근이다(Forbes 

and Sashidharan, 1997). 다시 말해 선거에 의존하는 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서비스 공급과

정을 통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민주주의는 사회서비스에 있어 차별받고, 낙인의 

상이 되어 소외되기 쉬운 상자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반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

는 것이다(Postle and Beresford, 2007). 또한 소비자주의적 접근이 제시할 수 있는 선택권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이외의 선택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 하는 참여민

주주의는 더욱 중요할 수 있다(Lewis, Bernstock, and Bovell, 1995; North, 1993). 이는 소비가 갖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개발하고 생산하는 적극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Barnes, 1999).

John Harris(1999)는 보다 구체적으로 ‘절차적 시민권(procedural right)’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권에 기반을 둔 국가중심의 사회서비스 성립이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 고 그로 인해 이용

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적인 서비스의 한계가 나타난 것을 지적하면서, 절차적 권리는 반면 서비스 과

정에서 개개인이 부당하게 취급되거나 차별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급자의 재량권을 통

제하고 이용자의 선호를 반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절차적 권리는 권

리의 주체가 이용자임을 보다 분명히 해주고 따라서 위로부터의 권리보장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권리 

보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특히 조직적인 참여를 더욱 강조한다. 성별, 연

령, 장애, 인종 등에 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에 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인 이용자 경험에 기반을 둔 참여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여성운동이나 장애운동에서 보이듯이 조직적

이고 정치적인 참여가 실질적인 이용자의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Barne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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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bes and Sashidharan, 1997).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이용자 참여 논의는 사회서비스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 즉 서비스를 이용하

지 못하고 있는 개인들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성, 장애, 인종 등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인 변

이나 집단적인 참여에서는 그 집단의 일원으로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개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

이다(Olsen, Parker, and Drewett, 1997).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생각해보면 이용자 중심 담론으로서 

참여민주주의적 역량강화 논의가 가지고 있는 집합주의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집단을 중심으로 

한 참여 논의는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기 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차이가 반 되기 어렵고, 이의제기 

절차 등 개별적인 참여 수준은 결국 공급자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5. 최근 흐름

국에서 2000년  들어서 ‘자립(independence)’과 개인화(individualization)는 사회서비스 정책에 

있어 핵심 개념으로 떠올랐으며 이것은 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으로 상징되는 

장애운동의 향이 컸다. 자립생활운동 진 에서는 장애에 결부된 의존성이 장애인이 평가 절하되는 

원인이며 이는 장애인이 자립된 삶을 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극

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성계에서는 이러한 자립 논의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 한계를 비

판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차별되는 것은 의존 때문이 아니라 의존이 특정집단에만 국한되어 있

는 것으로 이해하고 의존의 보편성과 돌봄의 상호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의무와 권리의 이분법을 넘어 자신과 타인에 한 돌봄의 책임을 수행하는 ‘돌봄의 윤리’를 위해 남녀 

모두의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계와 여성계의 다소 립적인 논쟁은 기실 80년  지역사회보호 논의 때로 거슬러 올

라간다. 고립된 형 수용시설 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로의 전환은 그 상이 되는 장애

계에서는 지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돌봄의 부담을 주로 떠안게 되는 여성계에서는 앞서 살펴

보았듯이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반여성적인 논의라고 비판하 다(Morris, 1992 참고). 이

러한 측면에서 양측에서 서로 발전된 논의가 장애계에서 자립생활 담론이라고 한다면 여성주의 측에

서는 ‘돌봄의 윤리’ 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를 순서 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립생활

자립생활 담론은 앞서 말한 로 소외된 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의 하나로 전개된 장애운동 진 에서 장애에 한 전통적인 이해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

서 출현하 다(Barnes, 2002). 이 움직임에서는 기존에 장애를 개인적인 손상(impairment)로 이해하

여 장애에 따른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장애의 의료 모델로 규정하고, 이에 한 안으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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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의존이 사회적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장애의 사

회적 모델을 제기하 다. 다시 말해 장애는 개인적인 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나 교

통, 교육, 훈련, 고용 등에 적합한 지원이 없음으로 인해 장애인이 온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

는 것이 거부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에 있다는 것이다(Statham, 

2000).

이러한 맥락에서 자립생활 담론에서는 ‘돌봄(care)’이라는 개념에 문제를 제기한다(Morris, 1994). 

즉, 일반적으로 돌봄이란 누군가가 돌봄의 상자를 보살핀다는 의미이며 뒤집어 말하면 그 상자는 

보살핌을 당하는 존재, 즉 의존적인 존재임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이용자는 독립적

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신하여 복리에 한 책임을 넘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하고 이 때문에 이용자는 직간접적으로 가족과 사회에서 ‘부담’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립생활 담론에서는 돌봄이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누구나에게 필요한 ‘지원(support)’이

라는 개념을 사용한다(Statham, 2000). 그리고 이러한 적합한 지원에 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

애인도 스스로 통제권을 가짐으로써 이를 통해 사회에 온전한 주체인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된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급자에게 정해진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을 위한 지원을 위해 부여된 자금으로 스스로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는 등 자립된 생활을 성취하

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때 자립된 시민으로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Morris, 1994).

이러한 자립생활 담론은 또한 전문가주의에 한 비판에 기반하고 있다(Morris, 1997). 전문가주의

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존재라고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신해서 

이용자의 최선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것은 곧 이용자를 의존적인 존재로 규정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이러한 전문가를 통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결정될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 지불제와 같은 현금 급여 제도

는 자립적 삶의 권리를 위한 집합주의적 책임을 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자립생활 담론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 한계를 지적한다. 가령 

Ellis(2005)는 개별적인 선택권과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은 분배적 정의보다는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 축소와 사회권 제한의 논의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러한 맥락에서 

자립은 복지제도에 한 의존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립생활 담론이 이에 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Scourfield(2007)는 선택권과 통제권을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 논의는 이를 제 로 행사

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경 적이고 기업가적인 개인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서비스의 중

심적인 가치가 되었을 때 본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의 사회적 권리로서 구축되었던 공공 서비스

의 본래 목적이 왜곡된다고 비판한다. 즉, 이러한 ‘기업가적 개인(entrepreneurial individual)’을 전제로 

한 복지 제도에서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가장 소외된 계층의 시민권은 간과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이러한 지점은 이용자 중심의 담론으로서 자립생활 논의가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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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의 윤리

돌봄의 윤리는 자립생활 담론이 가지는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한계의 척점에 위치하고 있다. 돌봄

에 한 이해에서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이해는 개개인을 자립되고 합리적인 경제적 행위자로 전제하

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인식에 맞닿아 있다고 비판한다(Daly and Lewis, 2000). 특히 장애계의 자립생

활운동에서 제기하는 현금급여 제도는 이용자에게는 보다 큰 권한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활동보조

인의 부분을 차지하는 저임금 여성노동자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한다(Williams, 

2002). 다시 말해 자립생활 담론에서 이것이 공급자와 이용자 간에 권력관계의 재조정이라고 말하지

만 현실적으로는 조정되는 권력관계란 이용자와 저임금 여성 노동자 사이의 문제라는 것이다.

돌봄의 윤리에서는 이용자가 저평가 받는 것은 돌봄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돌봄의 상호성과 

보편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G. Parker and Clarke, 2002). 즉, 돌봄은 어떠한 특

정한 상에게 국한되는 것도, 또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간의 일방적인 관계로

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돌

봄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봄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만(care for) 이해

되어 서는 안 되고 감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걱정하고 상관하는, 정을 주고받는(care about) 상

호적인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나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전히 자립적일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 든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의 윤리가 가지는 상호주의(mutualism)는 이 담론이 가지고 있는 보다 집합주의적 전

통을 반 하면서 보수적인 도덕주의와 거리를 두고 있다(Williams, 2002). 즉 신우익이나 신노동당에

서는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도덕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자립적인 시민과 복지급여에 의존하는 도덕적

으로 저평가되는 상자를 구분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복지국가가 서로에 한 집합적인 책임을 전

제로 구축된 것처럼, 사람은 모두가 불가피하게 타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의존하는 상

을 따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가 응해야 하는 것은 원치 않는 의존이지 의

존 그 자체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또한 ‘돌봄의 윤리'를 주장하면서 이것이 ‘혈연'이 아닌 ‘친 감

(intimacy)'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보수주의적인 ‘가족주의’와도 거리를 두고, 돌봄이 의무

나 전통적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닌 서로에 한 자발적인 헌신과 신뢰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돌봄의 윤리 담론에서는 또한 보수주의적 도덕 가치에 기반을 두어 (사회서비스에 한) 권리와 반

되는 개념으로 (돌봄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에 반하여 의무와 권리는 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한다(Sevenhuijsen, 2000). 다시 말해 돌봄의 윤리에서는 책임이야 말로 관계적이고 도적적인 우리의 

존재의 기초라고 전제하고 권리가 이에 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타인에 한 돌봄

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한 시간과 자원에 한 권리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 담론의 정책적 함의는 사회서비스에 국한되기 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용과 노동에 한 사고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즉, 기존에는 일상에서의 시간과 공간

의 개념이 노동과 여가로만 이해되었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개인적 시간과 공간,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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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과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는 노동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와 더불어 돌봄의 책임을 수행하는 돌

봄의 시간과 공간 이 세 가지 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녀 모두에게 구분 없이 더 단

축되고 유연화된 노동시간이 기준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Lister, 2002; Williams, 2002). 

Lewis( 2007)는 이를 보편적 근로자/돌봄자 모델(universal citizen worker/carer model)이라고 지칭

하고 이것은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 간

의 균형 맞출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시간제(part-time)와 같은 유연한 노동과 유

연한 돌봄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선호하는 삶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돌봄의 윤

리 담론이 요구하는 사고의 전환은 이와 같은 고용과 노동에 국한되기 보다는 노인, 장애인, 아동과 

같은 상자와 소득보장, 가족정책 법제도, 교육정책, 반차별정책 등 포괄적이고 전체론적인 정책적 

접근에서 요청되고 있다(Williams, 2002).

6. 사회서비스 담론에 대한 분석 : 담론의 두 가지 축

지금까지 국의 사회서비스 발달과정에 따라 나타났던 다양한 사회서비스 담론들에 해서 살펴

보았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담론들은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가지축

은 정치적 관점의 차이로서 집합주의와 개인주의의 축이다. 이는 문제 또는 욕구의 성격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이며 이에 따라 이에 한 책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응에 한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국에서 제기된 전문가주의는 공공 사회서비스와 결합되면서 그 의미가 

달라지긴 하 지만 그 담론 자체가 가지는 속성 때문에 개인주의에 속하는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돌봄에 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가족주의는 보다 개인주의적 입장을 보다 충실하게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입장의 차이는 역량강화 담론에서도 소비자주의와 참여민주주의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최근의 자립생활 담론으로 오면 그 구도는 다소 복잡해진다. 자립생활 담론에서는 문제를 해

석하는 데 있어 장애의 사회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집합주의적 이해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그에 한 

응을 개별적인 자립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또한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문제의 이

해와 책임, 응 방식까지 집합주의적 이해에 기반을 둔 돌봄의 윤리 담론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히 

구분된다.

사회서비스 담론을 구분하는 두 번째 축은 공급자 중심과 이용자 중심의 축이다. 어쩌면 사회서비

스 담론이 발전해온 방향이 이 축에 반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애초의 국가중심 담론

과 전문가주의는 공급자 중심적 특성을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역량강화 담론에서부터 자립생활 

담론까지 점점 더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담론이 발달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담론의 발달 과정에서 이용자 중심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 면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과정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용자 중심의 의미는 권한(power)의 이동이다. 즉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 담론들에서는 서비스 공급과정에서의 결정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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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는 것을 전제한다. 국가주의에서는 국가가 서비스 전달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

문가주의에서는 문제가 있는 상자를 진단하고 개입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이를 결정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바탕에는 공급자의 이해가 이용자

과 다르지 않다는 전제가 있다. 다시 말해 국가주의에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전문가주의에서는 전문가가 지위는 이용자의 이익을 극 화하기 위해서 존재하

기 때문에, 공급자와 이용자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사회보호 담론은 한편으로 이용자의 권익이 무시되는 형 수용시설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지

양하고 이용자의 일상적인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로 사회서비스의 이전을 지향한다는 점과 중앙집중

적인 서비스 전달 구조를 보다 이용자에게 가까운 지역사회로 분권화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상 적으

로 이용자 중심적인 담론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권력관계를 다루

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공급자 중심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가족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는 전문가주의보다도 보다도 더 개

인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 규정할 수 있다.

급진주의에서는 이러한 전제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급진사회복지실천에서는 복지국가 자체

가 자본주의와 지배계급의 이해를 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용자와 근본적인 

이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이용자 중심 접근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주의적 입장에서는 보다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구체적으

로 이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역량강화 담론은 상 적으로 더 이용자 중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참여민주주의

적 역량강화 담론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전달과정에 향을 끼칠 수 있는 권한 이전을 주장하면서 그

것이 거시적인(macro) 역보다는 중위적인(meso) 역에 더욱 방점이 있다. 이 역량강화 담론에서

는 이렇게 서비스 계획, 구성,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용자가 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급

자의 태도와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주의적 역량강화 담론은 이용자에게 소비자로서

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권한이전의 내용이 보다 더 구체적이며 개별적이다. 하지만 역량강화 담론

이 이용자 중심 논의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 역시 분명하다. 참여민주주의적인 역량강화 담론의 경우 

여전히 이용자 개개인의 권한을 사고하기 보다는 집단적 참여와 결정권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

계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주의적 역량강화의 경우 선택권이 개별적으로 행사될 수 있지만 그 선택범

위 자체가 공급자가 무엇을 공급하느냐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더욱 진전된 이용자 중심의 논의로 자립생활 담론을 들 수 있다. 자립생활 담론에서

는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에 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개개의 이용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까지 나아간다. 기실 욕구에 한 이해 자체를 집합적으로 이해하는 집합주의적 입장

에서는 어느 정도 개개인의 이용자를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자립생활 담론에서

는 이에 한 응을 개인적 수준에서 고려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자립생활 담론이 

상 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비교할 때 돌봄의 윤리는 보다 집합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돌봄에 한 사고의 전환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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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총체적인 정책적 접근의 전환을 주장하는 돌봄의 윤리 담론은 한편으로는 급진주의처럼 어느 정

도 구조적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중심과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

향점이 개개의 시민들이 원하는 데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있다는 점에

서 보다 더 이용자 중심 담론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서비스전달과정에서 직

접적인 이용자의 권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보다 포괄적인 수준에서 이용자(시민)가 돌봄의 

문제를 사회서비스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소하고 유연한 노동시간 등을 통하여 스스로 돌

봄의 문제에 자유롭게 처할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담론에 있어 또 다른 이용자 중심의 의미는 권한 이전 이외에 서비스 공급구조를 이용

자를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있다. 즉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 담론인 국가주의는 국가의 행정적 구조에 

의해서, 전문가주의에서는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의 범위에 의해서 공급 구조가 결정되는 

속성을 가진다. 즉 이용자가 욕구에 의해서 공급구조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공급자의 조건과 여건에 

따라 공급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주의에서는 부서의 통합을 통해서 전문가주의에서는 사례관

리를 통해서 이용자 중심으로의 구조 변화를 꾀하지만 이러한 개혁 역시 공급자의 조건에 의해 한계

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 보호 담론에서도 서비스가 전달되는 공간(지역사회, 가정)의 문제가 

초점이기 때문에 공급구조의 문제가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급진주의에서는 구조적 변화를 지향하긴 하지만 그 범위가 상당히 거시적이어서 내용이 추상적인 

한계를 가진다. 역량강화 담론에서는 구조적 변화를 꾀하긴 하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인 한계를 여전

히 지니고 있다. 참여민주주의적 역량강화에서는 이용자를 공급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공급과정에서

의 역관계의 변화를 추구하지만 많은 경우 그 목소리를 반 하는 주체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공급구조

의 재편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비자주의적 역량강화에서는 공급자간 경쟁구도를 만듦

으로써 공급구조 변화가 보다 구체적이지만 이용자를 중심으로 재편한 다기 보다는 경쟁을 위해 공급

자를 다양화하는데 더욱 강조점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립생활에서는 개개인의 이용자가 서비스에 내용과 형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

도록 통제권을 주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공급구조 자체가 개개인 이용자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지

향한다. 이에 비하면 돌봄의 윤리 담론의 논의는 공급구조 개편에 구체적인 지향은 없다. 하지만 돌봄

을 중심으로 보다 포괄적인 제도의 재편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개개인의 이용자가 보다 자

유롭고 광범위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서비스 담론들은 집합주의-개인주의, 그리고 공급자 중심-이용자 중심의 두 개의 축으

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이 틀을 중심으로 한 분석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이렇게 사회서비스 담론들은 집합주의냐 개인주의냐에 따라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시 에 따라 점점 

더 이용자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전의 담론들이 새로운 담론으로 교체되어 

왔다기보다는 각각의 담론들이 현재까지도 사회서비스 논의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향력들을 가지

고 있다. 다시 말해 시 의 변화에 따라 주도적인 담론이 바뀌었을 뿐이고 새로운 담론들에 해서 

이전의 담론들은 여전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립생활 담론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적으로 선택권과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이용자에게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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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서비스 담론 분석

의 위험과 책임이 따라간다는 문제에 해서는 뾰족한 답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주의와 전문가주의가 가지고 있는 공급자의 위험에 한 책임은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이다. 결국 

사회서비스 담론은 이용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더욱 민감하게 반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

는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전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7. 결론

이상 국의 사회서비스에 한 담론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본 다음 주요 담론들을 공급자 중심-이

용자 중심과 집합주의-개인주의의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살펴본바와 같이 사회서

비스 담론은 역사적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발전은 단선적이기 보다는 입체적이었다. 담론의 발전은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

으로 한쪽 축을 따라서만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집합주의적 접근과 개인주의 간에 끊임없는 긴장이 

있었다. 이러한 긴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 접근에서부터 가장 최근의 이용

자 중심의 접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 정책 변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전자 바우처 사

업이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에 비해 이용자 중심으로서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주의적 접근이라는 특성 역시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국의 담론 구조에 의하면 소비자

주의적 역량강화 담론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역시 가지

고 있으며 이 점이 가장 핵심적인 비판지점이 되고 있다. 이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를 확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복지 축소 논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318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 1 호

개인주의적 접근으로서 복지에 한 보편적 권리에 한 인식을 퇴색시키고 있으며 상 적으로 정보

력이나 다른 구매력이 부족한 상자에 있어서는 바우처 제도로 주어지는 ‘선택권’의 의미가 실질적이

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비판만한다면 설득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사회복지가 국가의 

중심적 의제로 떠오르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비판만 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뜻하기 쉽기 때문이다. 국이 경험하 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진전이 되면서, 권리

에 한 의식이 신장되면서, 새롭고 다양한 삶에 한 욕구들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사

고에 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소위 ‘선진국’의 담론을 그

로 따라 하자거나 수입하자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국의 경험에 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가치와 지향의 차이로 다른 안이 형성될 수 있음을 관찰 하 다면 이를 출발점으로 우리사회에 맞

는 또 다른 이용자 중심 접근의 안적인 담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만약에 개인주의적

인 이용자 중심 접근의 담론에 해 비판적이라면 집합주의적인 이용자 중심 접근의 담론이 안적으

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사회에서 현재 급증하고 있는 돌봄 욕구의 내용, 현재의 정책적 

접근에 한 평가 등 우리 현실에 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

서 본 연구에서 찾아낸 개념적 틀이 유용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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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Social Service Discourses in Britain
-Four Areas by Two Axes-

Kim, Bo-Young

(Yeungnam University)

After social service voucher schemes were introduced in Korea, many 

controversies have been concentrated on market-based approach, which encourage 

competition and choice while amount of funding, number of providers, and types 

of services have been rapidly expanded. This also could mean that transform of 

social service paradigm from provider-centered approach to user-cantered 

approach, one of the trends found internationally. Therefore, this is the study to 

reveal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discourses in Britain where various models 

of social services have been attempted in their modern history. Then, through the 

historical analysis, the trends toward more user-cantered approach were found to 

be distinguished based on the divis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is 

could provide theocratical implication to the current discussion on social services 

in Korea.

Key words: social service discourse, user-cantered services, individualism, 

colle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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