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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의 의미와 개념적 긴장*9)

남 찬 섭

(동아 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가 안고 있는 개념적 긴장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회서비스는 적어도 네 가지의 의

미를 갖고 있었는데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이 중 사회적일자리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대단히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개정 사회보장기본의 사회서비스는 오히려 개념적 긴장을 안게 되었다. 

즉, 사회서비스는 한편으로는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매우 넓은 분야

를 포괄하려는 지향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내용을 사회복지서비스에 적합한 것들로 나열함

으로써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에만 제한시키려는 지향성도 갖는다. 이러한 개념적 긴장은 앞으

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복지부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이 요구되며 동시에 일

관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실천적 원칙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학에 

중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시와 거시적 접근의 소통과 공동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주제어 :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

1. 서 론

지난 2011년 12월 29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2년 1월 26일 공

포되었다. 이로써 사회복지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1963년 11월에 있었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과 1995년 12월의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에 이어 세 차례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세 차

* 이 논문은 동아 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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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변화는 모두 해당 시기의 시 적 변화를 나름 로 반 한 것이었는데 특히 금번의 개정에 해

서는 향후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강신욱, 2012).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1238호, 이하 ‘개정기본법’)이 새롭게 규정한 내용은 사회보장관리

운 체계 강화, 사회보장운 원칙 신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새롭게 규

정한 점이 단히 주목을 요한다. 더욱이 개정기본법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하 ‘현행기본법’)1)에 

규정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결합하고 여기에 몇 가지 제도를 추가하여 이를 사

회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그것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는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의미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아서 때로는 일자리창출과 연관되기도 

하 고 때로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을 급격히 변화시킨 바우처와 같은 제공방식과 연관

되기도 하 다.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전달체계의 변화가 나타나기

도 했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 으며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둘러싼 혼란이 나타

나기도 하 다.2)

이런 상황에서 개정기본법이 새롭게 규정한 사회서비스의 정의는 그간 다소 혼란스럽게 혹은 약간

씩 서로 다르게 사용되던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일거에 통일시켜 버린 결과를 낳게 되었다. 기본법은 

헌법과 개별법을 중재하는 법이라는 점에서(윤찬 , 2007: 149) 개정기본법은 사회서비스의 의미에 

관해 일종의 위로부터의 합의를 부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와 연관된 기존의 법률

들에서 내리고 있던 사회서비스 및 관련 제도들의 정의를 새롭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

었다. 하지만 개정기본법이 사회서비스를 새롭게 정의하게 된 과정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었는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개정기본법의 사회서비스 정의가 아무런 역사적 선례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며 또 그 정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개정기본법은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매우 넓게 확 시켰는데 이로 인해 많은 역을 포괄하는 장점을 갖게 되기도 

하 지만 다른 한편 바로 그것 때문에 개념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단점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로 인해, 본문에서 보다 자세히 보겠지만, 개정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개념적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개정기본법은 그 이전에 존재하던 사회서비스 의미에서의 혼란을 새로운 

개념적 긴장으로 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글은 기존 법률의 사회서비스 및 관련제도들의 정의를 새롭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발생시킨 

개정기본법의 사회서비스가 어떤 점에서 개념적 긴장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소할 방안은 없

는지에 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정기본법의 사회서비스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주요 개정안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그런 다음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회서비스가 어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개정기본법의 사회서비스 

1) 금번에 개정된 법은 내년인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므로 아직까지는 1995년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유효하다. 

2) 이것은 정부가 제정한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에서도 나타난다. 즉, 2007년 1월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2011년 8월 제정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목적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새
로운 정책 역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을 반 한 것이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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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개정기본법의 사회서비스 정의조항 및 그와 관련

된 조항들의 내용에 비추어 개정기본법의 사회서비스가 안고 있는 개념적 긴장에 해 살펴보며, 마

지막으로 그러한 개념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2. 개정기본법의 사회서비스의 내용

현행기본법의 개정과정에서는 박근혜의원이 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2011년 2월 11일 발의)(이하 

“박근혜안”)과 전현희의원이 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2011년 7월 5일)(이하 “전현희안”)이 제출된 

바 있었는데3) 이들 두 안은 사회서비스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안과 

비교하여 개정기본법의 사회서비스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현행기본법은 주지하다시피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별개의 제도군(群)으로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이 현행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박근혜안도 정의조항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관

련복지제도를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내용에 현행기본법과 비교하여 “돌봄”을 추가한 것 외에는 다른 점이 없고 

관련복지제도의 정의에서도 현행기본법과 비교하여 그 분야에 “문화”를 추가하고 후단조항에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 으나 골격은 그 로 유지하 다. 다만, 박근혜안은 

사회보장의 운 원칙을 규정한 제23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묶어서 사회서비

스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표 1> 참조). 만일 박근혜안의 이 조항이 그 로 국회를 통과하 다면 

이는 비록 정의조항에서의 언급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묶어서 사회서

비스로 보게 하는 법적 규정성은 지닐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전현희안은 박근혜안과 달리 현행기본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라고 칭하던 것을 사회서비스로 변경

하 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관련복지제도를 남겨두었다(<표 1> 참조). 이와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복지와 보건은 물론 교육, 환경, 문화 분야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확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런 필요에 비추어볼 때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관련복지제도라는 용

어도 그 로 유지하는 것은 양 개념의 구별을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현희안의 관련복지제도

를 사회서비스로 통합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보건복지위원회, 2011: 9-10). 

이런 점들을 볼 때, 개정기본법에서처럼 사회서비스가 현행기본법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

도를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되게 된 데에는 당초 박근혜안이 비록 정의조항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사회보장의 운 원칙을 규정한 조항에서 이 둘을 합쳐 사

회서비스로 지칭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전현희안이 현행기본법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개칭하면서도 관련복지제도를 그 로 두고 있는 것에 해 국회 상임위에서 개념상의 혼란 가능성을 

3) 박근혜안과 전현희안 외에 백원우의원이 표 발의한 개정법률안(2009년 9월 10일 발의)과 주승용
의원이 표발의한 개정법률안(2011년 6월 23일 발의)이 있는데 이들 두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의 정
의에 관련된 개정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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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관련복지제도를 사회서비스에 포함시키는 제안을 하 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

하여 박근혜안을 기본으로 하여 전현희안이 절충되고 또한 관련 문구들도 다소 기계적으로 조합되어 

개정기본법의 단히 넓은 역을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정의가 탄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행기본법 박근혜안 희안 개정기본법

“사회복지서비스”란 국

가·지방자치단체  민

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①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지

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 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 제3조 제4호). 

“사회복지서비스”란 국

가·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

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돌 , 직업의 소개  지

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 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

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안 

제3조 제4호).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

민에게 상담, 재활, 돌 , 
정보의 제공, 사회참여, 직

업의 소개  지도, 사회복

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

하여 정상 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를 말한다(안 제3조 제3호).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

민에게 ②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

경 등의 분야에서 ①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

담, 재활, 돌 , 정보의 제

공, 련 시설의 이용, 역

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3조 제

4호). 

“ 련복지제도”란 ②보

건, 주거, 교육, 고용 등

의 분야에서 ①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를 말한다(법 제3조 제5
호). 

“ 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문화 등

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

활의 보장과 자립, 사회참

여, 자아실 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안 

제3조 제5호). 

“ 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문화, 환

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

도를 말한다(안 제3조 제5
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

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

을 지원하기 한 사회

복지서비스· 련복지제도 

등의 서비스(이하 “사회서

비스”라 한다)를 마련하여

야 한다(안 제2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

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

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에 한 시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1항).

<표 1>  행기본법과 개정안, 개정기본법의 사회서비스 정의 비교

개정기본법의 사회서비스 정의를 단순히 현행기본법과 비교해 보면, 그것은 현행기본법의 조항 중 

관련복지제도의 정의에서 분야를 취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에서 서비스 내용을 취하여 이를 사회

서비스의 정의로 결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표 1>에서 ①, ②로 표시된 부분 참조). 다만 분야에서 

현행기본법에 있던 “보건, 주거, 교육, 고용”에 “복지, 문화, 환경”을 추가하고 “보건”을 “보건의료”로 

수정하 다. 또한 서비스내용에서 현행기본법에 있던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의 이용”을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으로 수정하

고, 현행기본법에서 관련복지제도의 정의에 다소 추상적인 언급으로 있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서

비스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문구로 위치를 조정하여 포함시켰다. 

개정기본법의 사회서비스에서 분야 중 현행기본법의 “보건”을 “보건의료”로 수정한 것은 내용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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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가한 것은 아니며, 관련 법률, 예컨  보건의료기본법(제3조 제1호),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

7호),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제2조 제1호) 등에서 보건의료 또는 보건의료서비스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이들과 조화로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정기본법의 사

회서비스에서 분야에 문화와 환경을 추가한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사회서비스 정의에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또 이들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력이 그간 

많이 이루어져오는 등 시 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정기

본법의 사회서비스 분야 중 “복지”라는 용어로 표현된 것은 문맥상으로 보아 사회복지서비스 내지 사

회복지사업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내용에 있어서는 현행기본법에 있던 “상담, 재활”은 그 로 두

었지만 “돌봄”을 추가하 으며 현행기본법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을 “관련 시설의 이용”으로 확

하 고 현행기본법의 “직업의 소개 및 지도”를 보다 넓은 의미의 “정보의 제공, 역량개발, 사회참여의 

지원”으로 크게 확 하 다. 이 중 “관련 시설의 이용”이나 “정보의 제공, 역량개발, 사회참여의 지

원”으로 변경된 것은 개정기본법의 사회서비스 정의가 크게 확 된 점을 나름 로 고려한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돌봄”은 사회적 돌봄(social care) 혹은 사회적 돌봄서비스(social 

care service)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는 이들 서비스가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 기 때

문에 이를 반 하려는 의도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개정기본법은 이처럼 새로운 변화 등을 반 하여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것인데 하지

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앞에서 본 박근혜안이

나 전현희안도 모두 개정기본법 이전부터 사용되어오던 사회서비스의 여러 의미 중 특정한 것과 더 

친화성이 있으며 이는 개정기본법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아래에서는 개정기본법 이전에 사회서비스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개정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이 중 어떤 것과 관련되는지에 해 살

펴본다. 

3.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의미와 그 현실적 표현4)

1)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의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는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

다. 여기에는 저출산‧고령화 흐름이나 양극화 심화 등 다양한 배경이 놓여 있는데 참여정부는 그에 

해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복지서비스 혹은 사회서비스의 보편화라 할 수 있는 정책기조로 응하

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등장은 복지의 보편화 과정과 함께 등장한 것이라 할 수 

4) 이 3장에서 말하는 사회서비스는 개정기본법의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개정기본법 이전에 사용되어오
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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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는 여러 가지 의미로 분화되었다. 

(1) 일자리창출‧사회투자론과 사회서비스

참여정부는 노동시장유연화로 고용양극화가 극심화하는 가운데 집권하 기 때문에 이 문제에 처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자리창출을 적극 추진하 으며 일자리창출의 유력한 한 분야가 사회서비

스 다(이장원·전병유, 2004; 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 아마도 참여정부 당시 사

회서비스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창출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는 표준산업분류체

계에 기초하여 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② 교육서비스 ③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④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 중 일부를 포괄하는 것으로 상당히 넓게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예컨 , 국

민경제자문회의, 2007: 112-113). 이런 경향은 참여정부 후반기에 등장한 사회투자론적 접근을 지지하

는 학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예컨 , 우천식‧이진면, 2007: 87-89). 이처럼 사회서비스를 넓게 규정하

는 것은 일자리창출이나 사회투자접근의 정책적 효과성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긍이 가는 점이

기도 하다. 사회서비스를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을 ‘공공서비스로서의 사회서비스’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일자리창출접근을 실제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의미

와 접히 관련되지만 그것과는 초점이 약간 다른 의미도 갖게 되었다. 참여정부가 구체화한 일자리

창출정책은 사회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정책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2003년 노

동부의 시범사업을 거쳐 시작되었고 2004년에 이르러서는 여러 부처로 확 ‧시행되었으며 2007년에

는 11개 부처가 참여하게 되었다. 이처럼 확 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요소들은 자활·사회적일자

리사업, 장애인·아동·노인 관련사업, 간병사업, 환경·산림관련사업, 문화·체육관련사업, 지역복지혁신사

업 등 매우 다양하다( 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 또한 2006년 말에 기획예산처가 사회적일자

리 사업의 평가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의 보고서에 의하면 평가 상사업은 여성·보육, 노인·시설, 장

애인, 자활·사회적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관광, 산림·환경 등으로 되어 있다(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점

검평가단, 2006)5). 그리하여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곧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인

식되었고 따라서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거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적용해야 

하는 역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2) 바우처의 확대와 사회서비스

참여정부 기간에 사회서비스는 일자리창출이나 사회투자론의 일환으로서만 거론된 것은 아니다. 이 

5) “노인·시설”에서 시설이란 개인운 복지시설에 한 지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통합복지콜센터 운  등에 의한 일자리창출 등을 의미한다. 또한 “자활·사회적일
자리”는 자활지원센터 등을 통해 추진했던 일자리창출사업을 말한다(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점검평가
단, 2006: 246 이하). 당시 사회적 일자리라는 용어도 혼란스러워 본문에서 열거한 사업들을 총칭하
여 사회적일자리라 하기도 하 고 노동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사회적일자리라 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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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데 기여한 중요한 또 하나의 계기는 이른 바 바

우처 방식의 도입 및 확 다. 참여정부 당시 복지부는 이른 바 맞춤형 서비스, 수요자중심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등을 모토로 한 복지확 정책을 배경으로 하여 2006년 하반기부터 바우처 방식을 본격

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 고 이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 되었다. 바우처 방식의 적용은 복지부가 

의도한 로 이른 바 “사회서비스 시장”(유주헌, 2008: 89, 93)을 급속도록 창출하 으며 사회서비스

의 상자를 차상위계층 및 그 이상의 계층으로 빠르게 확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바우처 방식의 확

와 관련하여 여러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글과 관련하여 바우처 방식이 갖는 중요한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바우처는 수요측 보조금(장승옥·지은구·김은정 공역, 2009)이라 불리는 것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는 한 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통해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바우처가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화라는 의미와 결합되는 결과가 초래

되었다. 일각에서 비판하는 바와 같이 바우처가 시장화라면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의 보편화가 시장화

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황덕순, 2007: 89-90). 어쨌든 이렇게 하여 바우처는 사회

복지서비스를 확 시키는 중요한 한 수단이 되었고 이로 인해 바우처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회

복지서비스보다는 더 넓지만6) 본질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체계를 가리키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사회서비스를 ‘보편화한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사회서비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바우처가 보편화한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사회서비스라는 의미를 갖게 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차별된 특징을 갖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이는 정부가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면서 수요자중심서비스를 지나칠 정도로 과장하여 선전하고 이를 

근거로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자중심서비스라 단언하면서 극명하게 비시킨 데(이재원, 

2007; 유주헌, 2008)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간 사회복지서비스가 안고 있던 문제의 모든 원인이 마치 

재정지원방식이 공급자지원방식인데서 비롯된 것인 것처럼 비판하 는데 이는 물론 문제의 원인 중 

한 가지를 침소봉 한 것이지만, 어쨌든 바우처 방식의 도입으로 사회서비스는 바우처 방식에 의한 

서비스로서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다른 서비스를 가리키는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리고 바

우처 방식으로 표상되는 이른 바 수요자중심서비스는 그것이 주로 돌봄서비스라 부를 수 있는 서비스

에 적용되었다. 이런 의미의 사회서비스를 ‘바우처로서의 사회서비스’ 혹은 ‘돌봄서비스로서의 사회서

비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7). 바우처 방식의 적용이 갖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의미로 말미암아 사회서

6) 여기서 더 넓다는 것은, 바우처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는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서비스보
다 범위가 더 넓고 또 바우처 방식의 서비스의 상자는 그 전보다 확 되었다는 의미에서이다. 

7) 국회 상임위는 정부가 제출한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검토하면서 복
지부가 내용상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하는 경우에도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하면서 이는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의 공급자 중
심의 보호실시를 의미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구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용어를 사용하는 측면이 있
다고 지적하고 있는데(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10: 6-7), 이는 사회서비스가 바우처 혹은 돌봄서비스
로서라는 의미를 획득함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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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는 보편화한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사회서비스라는 의미와 돌봄서비스‧바우처로서의 사회서비스

라는 의미의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었다8).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참여정부 기간에 복지의 보편화 과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회

서비스는 체로 위에서 구분한 바 ① 공공서비스로서의 사회서비스 ② 사회적일자리로서의 사회서비

스 ③ 보편화한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사회서비스 그리고 ④ 돌봄서비스‧바우처로서의 사회서비스의 

네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2) 다양한 의미의 현실적 표현

사회서비스가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간 다소 혼란스럽게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각각의 의미는 어떤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로 표현되어 

왔다. 

(1) 사회적일자리 : 사회적기업 육성법

먼저 ‘공공서비스로서의 사회서비스’는 어떤 특정 법률에 반 되어 있지는 않고, 일자리창출정책이

나 사회투자적 정책을 논의하거나 추진할 때 그 상으로 전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의 실용

적 변형인 ‘사회적일자리로서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반 되어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

법은 사회서비스를 교육, 보건, 복지, 환경·문화, 보육·가사·간병, 산림·문화재 등 단히 넓은 역에

서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9).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가 ‘사회적일자리로서의 사회서비스’의 의미를 반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위에 열거된 교육, 보건, 복지, 환경·

문화, 보육·가사·간병, 산림·문화재 등의 역을 ‘포함’한다고 할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서 나타난다. ‘사회적일자리로서의 사회서비스’도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유사하게 매우 다양한 

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포함’은 예컨  보육의 경우 그것이 본래 목적으로 하는 서비

스를 ‘사회적일자리로서의 사회서비스’가 포함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보육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사회

8) 여기서는 사회서비스가 보편화한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의미와 돌봄서비스‧바우처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을 사회서비스가 두 가지 의미를 동등하게 갖게 된 것으로 그리고 전자의 의미와 후자의 의미
가 아무런 립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 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두 의미를 결
합하여 이를 사회서비스라 부르는 흐름도 분명히 존재한다(남찬섭, 2011). 즉 사회복지서비스는 공
급자중심적이고 선별적인 전통적인 서비스이며 이와 조하여 사회서비스는 수요자중심적이고 보편
적인 서비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향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돌봄서비스‧바우처로서의 
사회서비스라는 의미를 중시하면서 여기에 보편적 서비스라는 의미를 부여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
는 용법이다. 앞의 각주 7)에서 인용한 내용 중 복지부의 용법은 엄 히 말하면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립시키는 용법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 용법에 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9)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보육서
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서비스, 문화재보존 및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직업안정법에 의한 고용서비스,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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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일자리로서의 사

회서비스’는 보육이라는 역을 그 본질적 서비스로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역이라는 의미에서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열거된 다른 정책 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실상 ‘사회적일자리로서의 사회서비스’로 출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조항에서 일자리를 통해 제공되는 본질적 서비스로 사회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

적일자리로서의 사회서비스’가 갖는 본래 의미를 지나치게 벗어난 것이며 또한 일자리창출론적 접근

이 본질적 서비스로서의 사회서비스의 의미를 포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사회복지서비스, 돌봄서비스‧바우처 : 사회서비스이용법

다음으로 ‘보편화한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사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바우처로서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법”)에 반 되어 있다. 사회서

비스이용법은 이 법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10) 바우처사업의 관리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보건의료서

비스로 되어 있다(법 제2조 제1호).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는 현행기본법의 사회복지서

비스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11) 이 사회복지서비스는 앞서 본 것처럼 바우처 및 그것이 주로 

적용된 돌봄서비스를 통해 과거에 비해 그 상이 상당히 보편화하 고 서비스내용도 상당히 다변화

하 다. 또한 바우처사업 중, 아직은 비중이 크지 않지만,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른 바 ‘고운맘카드’) 

등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사업도 있다. 사회서비스이용법이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

의료서비스로 규정한 데에는 바우처방식에 의한 서비스 확 라는 요인도 있지만 비단 바우처방식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서비스 상의 확 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간의 연계를 필요로 하

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2). 

이렇게 보면 참여정부 이후 사회서비스가 획득하게 된 네 가지 의미 중 ‘공공서비스로서의 사회서

10) 사회서비스이용법은 법의 목적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 

11) 현행기본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
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법 제3조 
제4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은 “···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
로 지원하는 것”(법 제2조 제6호)이라고 규정하여 마지막 부분의 “지원하는 제도”, “제도적으로 지
원하는 것”이라는 문구만 제외하면 사실상 동일하다. 

12)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서비스이용법이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시킨 것은 부처간 역지키기의 
일환인 성격이 더 강한 것 같다. 즉, 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통해 매우 넓은 역을 사회서
비스로 과도하게 포함하면서 복지부 역시 자신의 사업 역을 지키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이다. 실제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사업규모가 매우 작으며 또 그것이 보건의료와 관련은 있지만 
그 자체로 보건의료서비스라 하기는 어렵다. 또한 보건과 복지의 연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연계 자체를 사회서비스라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석연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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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는 실제 정책실천 과정에서 ‘사회적일자리로서의 사회서비스’라는 의미로 약간 전환되어 사회적

기업 육성법으로 반 되어 있고, ‘보편화한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사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바우처

로서의 사회서비스’라는 의미는 사회서비스이용법으로 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개정기본법 사회서비스의 의미와 내용

1) 개정기본법 사회서비스의 의미

참여정부 이후 사회서비스가 획득하게 된 네 가지 의미를 염두에 두고 개정기본법의 사회서비스

(이하 “개정사회서비스”) 정의를 다시 한 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개정기본법은 동법 제3조 제4호

에서 사회서비스를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② 복지, 보

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③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④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

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번호와 밑줄은 필자). 즉, ①의 상에게 ②의 분야에서 ③의 

수단을 통해 ④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인 것이다. 개정사회서비스의 정의는 그것이 포괄하는 분야

를 중심으로 볼 때 앞에서 살펴본 사회서비스의 네 가지 의미 중 어느 하나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

는다. 

<그림 1>은 네 가지 의미의 사회서비스와 개정사회서비스를 이들 각각이 포함하는 제도범주를 중

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 어떤 제도범주를 포함한다고 할 때 그것은 

각 의미에 따라 차이를 갖는다. 즉, 본질적 서비스로서 포함하느냐 아니면 부수적 의미로, 예컨  일

자리창출의 의미로 포함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보육을 포함하는 것은 본질적 

서비스로서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사회적일자리’가 보육을 포함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한 분야로서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면 제도범주의 포함은 적어도 2차원

이 되어 평면상에서는 표현하기가 어렵다. 다만 <그림 1>에서는 이러한 점을 다소라도 표현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의 포함관계를 점선()으로 표시하 다. 

이 그림에서 개정사회서비스가 포함하는 제도범주는 굵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사회적일자리’

나 ‘공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개정사회서비스도 ‘사회복지서비스’와 ‘돌봄서비스‧바우처’를 포함하며 

이 점에서 개정사회서비스는 ‘사회적일자리’나 ‘공공서비스’와 동일하다. 하지만 개정사회서비스는 주

택‧주거를 포함하는 반면 ‘사회적일자리’가 포함하고 있는 환경·청소, 산림·문화재, 예술·관광·체육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 개정사회서비스는 공공행정과 사회보장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개정사회서비스가 환경·청소, 산림·문화재, 예술·관광·체육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개정기본법은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열거하면서 그 문구를 “등(等)”이라는 말로 맺고 있다. 

물론 이 “등”이라는 단어가 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기도 어렵다. 또 개정기본법은 위에서 보듯이 그리고 이 글의 서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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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하 듯이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단히 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정사회서비스는 그

것에 포함되는 제도범주로 환경·청소, 산림·문화재, 예술·관광·체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

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그림 1>에는 환경·

청소, 산림·문화재, 예술·관광·체육 분야가 개정사회서비스의 실선에 이어져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개정사회서비스는 주택‧주거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사회

적일자리로서의 사회서비스’ 의미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네 가지 의미의 사회서비스와 개정사회서비스의 제도범주  포함 계

2) 개정사회서비스의 내용 검토

(1) 서비스보장과 개정사회서비스

위의 논의에서 개정사회서비스는 그것이 포괄하는 제도범주를 중심으로 볼 때 ‘사회적일자리로서의 

사회서비스’ 의미와 가장 가깝다고 하 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단히 넓게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사회서비스가 넓은 역의 제도를 포함한다고 할 때 그 포함

의 의미가 개정기본법의 정의조항 내에서 적절하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이

것이 적절히 표현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개정사회서비스가 실효성을 갖지 못함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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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정기본법의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정의의 내용

용어 내    용 조항 비고¹

사회

보장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

 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제1호 수정

사회

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  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처함으

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제2호 미수정

공공

부조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

이 어려운 국민의 최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제3호 미수정

사회

서비스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

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 , 정보의 제공, 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

한다. 

제3조 제4호 수정

평생

사회

안 망

“평생사회안 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 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

구와 특정한 사회 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제5호 신설

주 1. 현행기본법과 비교하여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 는가 여부를 말함. 

개정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의 한 종류로 규정되고 있으며 또 개정기본법이 사회보장의 

기능으로 소득보장과 함께 명시하고 있는 서비스보장은 곧 사회서비스보장을 가리키는 등 사회서비스

가 다른 제도들과 연관성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사회서비스가 넓은 역의 제도를 포함

한다는 것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개정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을 비롯한 관련용어들의 정의조항

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표 2> 참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개정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가 수행하는 기능이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개정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는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이라는 기능을 수행

하는 제도인 것이다. 한편 개정기본법은 현행기본법의 사회보험의 정의조항은 수정하지 않아서 사회

보험은 소득보장과 건강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 건강보장이라는 기

능은 사회보험방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장은 다른 방식, 예컨  공공부조

방식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또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정기본법은 사회보험의 정의를 수정하지 않아 건강보장과 소득보장을 그 로 두면서도 사회보

장의 정의를 수정하여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을 신설하면서 건강보장에 해서는 언급이 없다(<표 3> 

참조)13). 

13) 이는 소득보장기능과 비된다. 개정기본법의 사회보험 정의조항에 명시된 소득보장기능은 사회보
험방식에 의한 것이며 사회보장 정의조항에 명시된 소득보장기능은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것뿐만 아
니라 그 외 방식에 의한 것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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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정기본법의 사회보장의 기능

기    능

제도

사 회 보 장
소득보장 기능 서비스보장 기능

소득보장 건강보장 기타서비스보장

사회보험 소득보장(보험방식) 건강보장(보험방식) －

공공부조 소득보장(부조방식)¹ × －

사회서비스 － × 기타서비스

주 : － 비해당, × 규정 없음
   1. 개정기본법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이는 일단 입법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기본법의 수정

내용을 논리적 일관성을 갖도록 보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면 개정기본법은 사회보험 

이외 방식에 의한 건강보장은 사회보장 정의조항에서 말하는 서비스보장에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즉, 개정기본법이 비록 사회보험 이외 방식에 의한 건강보장에 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는 않지만 그것은 서비스보장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14). 이런 해석

을 확장하면 개정사회서비스에 열거된 복지, 고용,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은 모두 서비스보장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문제는 개정사회서비스가 이런 내용을 

적절히 담고 있느냐가 관건이며 이로부터 개정사회서비스가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고 할 때 그 ‘포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2) ‘포함’의 의미

앞에서 ‘사회적일자리로서의 사회서비스’는 매우 넓은 분야를 포함하지만 그 경우 ‘포함’은 그들 분

야들을 본질적 서비스로서 포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수적 의미, 예컨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분야

라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 다. 그러면 개정사회서비스에서 포함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즉 개정사회서비스는 매우 넓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포함은 그들 분야를 본질적 

서비스로서 포함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정사회서비스가 서비스보장이라는 

기능의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상담‧재활‧돌봄‧정보제공‧관련시설이용‧역량개발‧사회참여지원 등의 

수단(혜택=서비스)이 각 분야에 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상담‧재활‧돌봄‧정보제공‧관련시설이용‧역량개발‧사회참여지원 등(이하 “상담‧재활 등”)의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예컨 ,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분야에서 제공되는 경우와 보건의료분야에

서 제공되는 경우, 그리고 교육이나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제공되는 경우 그들을 동일

한 차원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주거나 문화, 환경 분야에서 제공되는 상담‧재활 등의 서

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며 어떤 형태를 가진 것인가(예컨 , 주거나 문화, 환경에서 “돌봄”서

14) 물론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부조방식에 의한 건강보장이 서비스보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공공부조방식에 의한 건강보장은 그 급여형태가 현물급여이므로 일단
은 서비스보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92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 3 호

비스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개정사회서비스의 정의조항으로는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가 어렵다. 개정사회서비스에 열거된 각 분야에서 제공되는 상담‧재활 등의 서비스가 사회서비

스라는 하나의 범주 내에 묶일 수 있는 공통된 활동원리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개정기본

법에서는 분명치 않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김보 (2012)은 의미 있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개정기본법이 “사

회서비스의 분야를”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수단

을” 상담‧재활 등으로 “제한한 것은 기존의 정책 역을 되도록 침범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를 제

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의도에서라는 것이다(김보 , 2012: 114). 즉, 상담·재활 등의 서비스가 사회

복지서비스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념을 서로 꼼꼼하게 구분하지 못

한 결과”라는 것이다(김보 , 2012: 113). 이렇게 보면 개정사회서비스에서 말하는 상담·재활 등의 서

비스는, 비록 그것이 개정사회서비스의 확 된 범위를 나름 로 고려하기 위해 보다 다변화된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복지(사회복지서비스)에 주로 적용되는 서비스라 할 수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서비스가 규정되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개정사회서비스는 그에 포괄되는 분야를 넓히기는 했지만 서비스의 내용은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서 제공되는 상담·재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따라서 개정사회서비스가 여러 분야를 포

함한다고 할 때 그것이 본질적 서비스로서 포함하는 분야는 복지(사회복지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이

다. 또한 실제로도 만일 개정사회서비스가 예컨  주거를 본질적 서비스로 포함하고자 한다면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단순히 상담·재활 등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제공이나 임 차보호 등과 같

은 주택정책서비스를 규정했어야 한다. 

그런데 개정사회서비스가 복지 이외의 분야를 본질적 서비스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은 개

정기본법에서 신설된 평생사회안전망과 관련한 해석과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 평생사회안전망은 기

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법 제3조 제5호)로서 사회보장이 가져야 할 바람직

한 모습 혹은 운 원칙을 말하는데 사회서비스도 사회보장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 역시 맞춤형 사

회보장인 평생사회안전망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즉, 개정기본법은 복지(사회복지서비스)·보건의료·교

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보장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사회서비스라는 제도 역시 맞춤형 사회보장의 일원이 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면 이 경우 예컨  주거분야에서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보장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

고 할 때 개정사회서비스는 주거라는 분야를 그 본질적 서비스로서 포함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수적 

의미로서 포함하는 것인가? 

개정기본법이 말하는 평생사회안전망의 개념을 고려하고 또 사회서비스도 평생사회안전망이 갖추

어야 할 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경우 개정사회서비스가 주거를 한 분야로 포함한다

는 것은 이를 본질적 서비스로서 포함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사회서비스가 맞춤형 사회보장으로서 평

생사회안전망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거를 그 본질적 서비스로서 모든 국민에게 생애주기 혹은 특

정의 사회위험에 따라 보편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거 이외의 다른 분야, 

즉 교육, 고용, 문화, 환경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평생사회안전망에서 말하는 기본욕구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의 의미와 개념적 긴장  93

와 특수욕구는 개정사회서비스에서 열거하고 있는 복지(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욕구도 함께 가리키는 것이다15). 따라서 개정사회서비스는 이들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보장, 건강보장, 교육보장, 고용보

장, 주거보장, 문화 및 환경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등의 서비스보장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인 것

이다. 

이렇게 보면, 개정사회서비스의 개념이 단히 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현행기본

법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합하 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만 할 수 없는,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개정사회서비스는 현행기본법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

도를 분야로서 포괄할 뿐만 아니라 이들 분야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본질적 서비스로서 포괄하며 나아

가 이러한 활동들이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행해져야 함까지도 명하는 단히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면서 넓은 개념인 것이다. 

(3) 개정사회서비스의 개념적 긴장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사회서비스는 그러한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을 담보할 수 있

는 서비스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에만 주로 적용될 수 있는 상담‧재활 등만 열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정사회서비스는 개념적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개정기본법은 한편으로는 비록 포괄분야를 넓히기는 

하 으나 사실상 사회복지서비스만을 본질적 서비스로 포함하고 나머지 분야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도 생애주기와 사회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사

회보장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명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그 본질적 서비스로 포함하려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편의상 전자를 ‘ 역적·내포적 지향성’이라 하고 후자를 ‘포괄적·외연적 

지향성’이라고 하자. 

개정사회서비스의 역적·내포적 지향성은 앞에서 본 사회서비스의 네 가지 의미 중 ‘보편화한 사

회복지서비스’와 ‘돌봄서비스‧바우처’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 즉, 그것은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사회복

지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상당정도로 그 상을 보편화하고 내용도 다양화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흐름을 반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시 사

회복지서비스를 한국 법제사상 최초로 법률에 명시되게끔 한 변화의 흐름과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법 역사상 최초로 명시되게끔 한 변화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

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개정사회서비스의 정의조항에 중점을 두어 말하면 여러 분야를 포괄했다는 

점보다는 현행기본법에 비해 상담·재활 등의 서비스 내용을 다변화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향성이라 할 수 있다16). 하지만 그것은 서비스내용을 다변화하면서도 그것을 상담·재활 등 사

15) 이들 분야에서의 욕구는 그 발생시기나 발생원인 등에 따라 기본욕구에 가까울 수도 있고 특수욕
구에 가까울 수도 있다. 예컨 , 학교를 마치고 노동시장에 나가는 경우의 고용관련욕구는 기본욕구
라 할 수 있지만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따른 고용관련욕구는 특수욕구라 할 수 있다. 요컨  개
정기본법에서 말하는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는 이 법의 사회보장 정의조항에 명시된 사회적 위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정사회서비스의 각 분야와도 관련된 욕구인 것이다. 

16) 본문에서 본 것처럼 개정사회서비스는 서비스 내용으로 현행기본법과 달리 돌봄, 정보제공, 역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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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서비스에 적합한 것들로 열거하고 그 외의 다른 분야는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서

비스내용은 사회복지서비스에만 주로 관련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 역적’이며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서 제공되는 서비스내용을 보다 다양하면서도 일관성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내포적’이다. 

다른 한편 개정사회서비스의 포괄적·외연적 지향성은 앞에서 본 사회서비스의 네 가지 의미 중 ‘공

공서비스’나 ‘사회적일자리’의 의미에 더 가깝다. 이 지향성 역시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사회서비스가 

확 된 흐름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상담‧재활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를 다변화

하거나 보편화하는 것보다는 우리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나아가서는 사회복지 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오지 않았던 역에 복지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것은 추상적인 의미로서의 복지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역에 속한다고 생각되던 역 이외의 정책

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 지향성은 사회서비스를 사회

복지서비스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넓은 생활 역까지 포괄하는 경향을 보인다. 

(4) 향후 전망

그러면 개정사회서비스가 가진 두 가지 지향성 간의 상충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 것인

가? 단순히 생각하면 역적·내포적 지향성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개정사회서비스의 내용이 정리될 가

능성과 포괄적·외연적 지향성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이미 그 예가 있다. 즉, 사회보장법 개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출된 안 중 전현희안은 위

에서 본 두 지향성 중 역적·내포적 지향성을 반 하고 있다. 전현희안은 사회서비스를 “···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사회참여,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17). 전현희안의 

이 정의는 현행기본법과 비교할 때 서비스의 내용에 돌봄과 정보제공, 사회참여를 추가하고 명칭을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사회서비스로 수정한 것 외에 큰 수정이 가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현희안의 

사회서비스 개념은 앞에서 논의한 사회서비스의 의미 중 ‘보편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의미를 잘 반

하고 있다18). 

그리고 전현희안은 ‘돌봄서비스‧바우처로서의 사회서비스’를 사회서비스라는 제도 내에서 제공되는 

혜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포함관계로 보면 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사회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셈이다. 돌봄서비스는 그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여 사회서비스(사회

복지서비스로서의 사회서비스)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상이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여 양

발, 사회참여 등을 추가하고 있다. 

17) 이에 따라 전현희안은 앞에서 본 것처럼 관련복지제도를 그 로 남겨두고 있다. 

18) 앞서 본문 2장에서 본 것처럼 국회상임위는 전현희 안에 해 “사회서비스 개념을 복지와 보건은 
물론 교육, 환경, 문화 분야까지 아우르도록 확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서비스
를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로 바꾸면서도 관련복지제도를 남겨두게 되면 개념구별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보건복지위원회, 2011) 이것은 국회상임위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말하는 
사회서비스 개념, 다시 말해서 ‘사회적일자리로서의 사회서비스’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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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구분하기도 하는 등 개념규정에 있어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19). 이런 점에서 전현

희안이 돌봄서비스를 사회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그에 관한 특정한 시각을 표현한 것

이다. 돌봄서비스는 서비스산업 증가 등의 탈산업화 경향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저출산·고령화

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와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 그리고 이들 변화와 연관된 의존계층의 증가와 

일·가정양립 문제의 두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 하여 등장한 것이다(Sipilä, 1997: 1-3;  

Blackman, Brodhurst and Convey, 2001: 1장; Anttonen, Baldock and Sipilä, 2003: 1장). 또한 그것

은 노동(특히 여성노동)이나 가족책임, 재정적·정서적 비용분담 등과 관련된 쟁점 등 사회복지서비스

와 유사하면서도 그것과는 다른 다양한 쟁점을 안고 있고(이러한 쟁점에 해서는 Daly and Lewis, 

2000: 285 참조) 그리하여 향후 변화의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사회복지서비

스로서의 사회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그러한 변화가능성을 간과한 것으로 해석될 여

지도 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한국의 경우 돌봄서비스가 주로 바우처 방식과 연관하여 제공되

어 왔고 그런 점에서 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현희안은 

그와 같은 한국적 현실을 반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전현희안은 사회서비스의 기능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는데(이 부분은 현행기본법과 동일하다), 이것은 사회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내용(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사회참여, 직업소개·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과 좀 더 잘 부합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평가로는 김보  (2012) 참조)20).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볼 때 전현희안은 ‘보편화한 사회

복지서비스’와 ‘돌봄서비스‧바우처로서’의 의미를 반 하고 있으면서도 후자보다는 전자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며21), 개정사회서비스의 역적·내포적 지향성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으로 

보거나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으로 보거나 사회서비스가 의미 있는 서비스로서 기능하는 데에는 전현희

안과 같이 역적·내포적 지향성에 충실한 것이 더 효과적이라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전현희안은 그보다 먼저 제출된 박근혜안과 병합심리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개정기본법 속

에 흡수되었다(이에 해서는 본문의 2장도 참조). 그리고 개정기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국회

에서의 병합심리는 박근혜안을 기본으로 하여 거기에 전현희안을 필요한 한에서 절충시킨 것으로 보

인다. 이는 개정기본법에서 중요하게 개정된 내용은 거의 다 박근혜안을 기본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서도 알 수 있다22). 이런 점에서 개정기본법은 개정사회서비스의 두 가지 지향성과 연관 지어 말하면 

19) 사회복지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나라에 따라 그리고 학자에 따라 어떻게 달리 규정되는가에 해
서는 Anttonen, Baldock and Sipilä (2003: 10-14)와 Munday (1996: 5-6) 참조. 

20) 물론, 여기서 “정상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1) 이 점에서 전현희 안은 엄 히 말하면 사회서비스이용법과도 약간 다른 지향성을 가진 것이다. 사
회서비스이용법은 근본적으로 바우처제도의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전현희 안과 사회서비
스이용법 둘 다 ‘보편화한 사회복지서비스’와 ‘돌봄서비스‧바우처’의 의미를 반 한 것이지만 후자는 
‘돌봄서비스‧바우처’를 근간으로 하여 ‘보편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부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2) 예컨 , 본문의 2장에서 본 것처럼 박근혜안은 정의조항에서는 현행기본법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
련복지제도를 남겨두고 있었지만 안 제23조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합하여 사회서비
스라 지칭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이 수행하는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은 박근혜안에만 나오며 
전현희안에는 없다. 평생사회안전망은 두 안 모두에 규정되어 있지만 전현희안은 이 부분에서 박근
혜안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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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외연적 지향성을 기초로 하여 역적·내포적 지향성이 부가된 혹은 절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따라서 개정사회서비스가 안고 있는 개념적 긴장이 역적·내포적 지향성이 가리키는 방향으

로 해소되기는, 개정기본법을 이 방향으로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괄적·외연적 지향성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에는 서비스의 내용이 너무나 다변화되어야 하고 이는 하나의 법률

에 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

본법은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법률에 주거나 문화, 환경, 교육 등의 분야를 그 

본질적 서비스로서 포함하게끔 서비스내용을 규정하기는 단히 어려우며 설사 규정하더라도 실행가

능성을 보장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개정사회서비스는 포괄적·외연적 지향성을 주된 요소

로 하면서 역적·내포적 지향성과 지속적으로 상충하면서 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래서 

개정기본법의 평생사회안전망이 지향하는 목표, 즉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생애주기별로 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표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면서도 개정사회서비스에 열거된 서비스내

용만으로는 이를 담보하기가 어려운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논의를 거쳐 이 글에서 말한 개정사회서비스의 개념적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

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개념적 긴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해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 의미를 주로 사회복지서비스

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들에 해서 생각해본다. 

첫째, 개정사회서비스가 안고 있는 개념적 긴장은 현실적으로는 개정기본법에 따라 매우 넓은 역

의 사회서비스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복지부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개정기본법에 따라 평생사회안전

망을 구축해야 하는 복지부는 원래 그 업무 역인 복지와 보건의료분야에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보

장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복지부의 업무 역이 아니었던 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의 권한이 강화

될 필요가 있으며 또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전달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의 권

한 강화나 사회서비스전달체계 개혁은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정사회서비스가 매우 넓은 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지만 서비스내용은 상담‧재활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적합한 것들로 규정되어 있다. 이 서비스내용을 개정사회서비스의 각 분야에 맞

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자칫 부처 간 소관업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복지부가 설사 권한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처의 고유업무에

까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정사회서비스에 규정된 역 중 복지과 보건의료 이외 

역에 해서는 현실적으로는 그 해당부처의 고유업무를 인정하되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어떤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개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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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민간사회복지시설에 한 규제를 위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바우처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이용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이를 개정기본법의 맞춤형 사회서

비스 취지에 맞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자격심

사, 서비스내용, 제공절차 등을 규정한 사회복지서비스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개정사회서비스에 

포함된 분야 중 복지와 보건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기본원칙, 제공되

는 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평가 등을 규정한 사회서비스 제공‧평가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법률(가칭)

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는 사회복지서비스법(가칭)을 통해서 과거처

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제공‧평가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통해서는 그 외 나머지 분야의 사회서비스에 해 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들 분야에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림 2>  개정사회서비스와 복지부의 정책  개입23)

셋째, 복지부의 전통적 업무 역인 복지와 보건의료 그리고 복지부의 전통적 업무 역이 아닌 교

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모든 분야에서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것

처럼 복지부의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은 정책적‧제

도적 수준과 현장에서의 미시적 수준 모두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그림 2> 참조). 교육을 예

로 들면 개정기본법이 말하는 맞춤형 서비스보장을 교육 역에서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의한 

거시적‧미시적 수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넓은 역에 한 개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일관된 원

23) 상담‧재활 등의 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에 주로 적용되는 서비스내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건
의료분야에도 사회복지서비스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개입의 상이 되는 분야이지만 보건의료는 복
지부의 고유업무에 속하고 또 사회서비스이용법이 사회서비스에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있다
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그림에서 보건의료분야에 한 복지부의 개입을 직접적 개입으로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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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 필요하다. 이 원칙은 무엇보다 복지 분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분야에서도 복지를 우선

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을 그 핵심으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론적‧실천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개정사회서비스는 

한국의 사회복지학에 중 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학은 맞춤형 서비스보장이 무엇

이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이

론적‧실천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에 해 질문하고 답을 구해야 하는 도전을 맞고 있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학계와 현장의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간의 소통과 공동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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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and Conceptual Tension Contained in the Definition of 

Social Services Prescribed by Recently Amended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Nam, Chan-Seob

(Dong-A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meaning and conceptual tension contained in 

the definition of social services prescribed by recently amended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FASS) by examining various terminologies of social services in 

Korea. 

In Korea the term of social services has had at least four meanings since it has 

begun to be used during Participatory Government. Of these, the meaning of 

social services in FASS is closest to 'social serives as social-jobs'. While, as has 

this meaning, social services in FASS is defined as very comprehensive one, it 

also has its conceptual tension. On the one hand, FASS comes to have the 

orientation to include immensely wide fields such as welfare, health, 

employment, housing, culture and environment within social service. However on 

the other hand FASS still has the orientation to limit social services to traditional 

social welfare services. 

Unless re-amending the recently amended FASS, the conceptual tension 

resulted from these two conflicting orientations will be likely to continue. And 

this might raise the need both to reform the organization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exiting delivery systems of social services and to develop 

theoretical and practical principles providing basis for tailored social services, 

which in turn poses important challenges to social welfare discipline. To meet 

these challenges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between micro and macro 

approaches. 

Key words: social services, social welfare services,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F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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