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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조직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역사적 연구:
1950～70년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1)
김영종2)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조직이 생성되었던 시기를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로 설정하고, 이 시기에 배태되었던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행태적
원형을 분석,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당시 사회복지적 욕구의 특성과
법적/제도적 조건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해서, 현
재까지도 이어지는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역사적 맥락 형성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산 지
역이 갖고 있던 지정학적 특수성에 대한 역사적 함의도 함께 고려되었다. 연구를 위해 수집되고 활
용된 자료들은 역사적 기록물과 생존 행위자들의 기억 등이 주가 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질
적 방법이 쓰여졌으며, 분석결과에 대한 서술은 귀납적 과정에서 도출된 몇몇 테마를 중심으로 구성
되었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현대적 사회복지조직의 생성기에 있어서 부산의 역사적, 지정학적 중요성은
세 가지 근거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에 나타난 이전과는 구분되는 대규모적이
고 성격이 다른 사회복지적 욕구의 형성, 외원을 비롯한 공식적인 자원수급 체계의 집결, 조직적 구
호에 대한 마인드와 기술을 보유한 주체 집단의 등장 등이 그것들이다.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한국 사
회복지조직의 초기 특성적 원형은, 민간 주도의 사회복지서비스 조직, 빈곤문제에 대한 수용보호 기
술의 적용, 지역사회 외부 자원에의 의존성, 시설의 사유화와 폐쇄적 문화 등으로 설명되었다. 이러
한 특성들은 현재까지도 사회복지조직의 행태에 영향력의 일단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와 미래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서비스 조직들을 혁신하기 위해서도 초기 형성기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중요하다는 함의를 이끌어 냈다.
핵심 용어: 사회복지, 조직, 시설, 부산, 역사, 외원, 질적방법.

1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 2002- 002- B00108).
2 이 논문에서 활용한 방대한 자료들은 김민호 선생(경성대학교 강사)의 도움으로 수집되었으며, 인터뷰에
응해주었던 부산지역 원로 사회사업가들의 활달한 증언이 큰 몫을 차지하였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밝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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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문제의 제기
근래에 들어 사회복지조직의 수와 규모가 팽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사회복지기관들의 설치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추세
는 계속되고 있다 (김영종, 2003). 사회복지조직의 팽창은 이들 조직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
한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이들이 차지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선(front-line) 역할의 비중
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적 의도와 정책이 이들 조직을 통해 서비
스로 주조되고 실행되며, 서비스의 성패 역시 이 과정에 크게 의존되어 있다.
사회복지조직들을 적절히 제어하여 사회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게 하려면, 이들 조직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학의 영역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전
반적인 관심의 고조와 함께,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연구도 점차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직의 기획 및 관리, 평가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과 개방성, 공적 자원 활용에 따른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대
개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관심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연구들은 규범적 합리성(normative rationality)을 강조하
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는 80년대말 이후에 제반 사회복지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를 조직화하려는 노력에 조직적 규범 정립의 요청이 그만큼 시급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현재적 상황과의 규범적 적합성을 근거로 하는 연구들을 통해,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비
합리적 행태들이 많이 지적되어 왔다. 휴먼서비스의 실행 조직들로서는 지나치게 경직된
조직구조를 갖고 있으며, 지역사회조직이어야 한다는 규범과도 거리가 멀고, 전문적인 서비
스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많은 기관들에서 요원한 현실에 있는 것으로 비춰져 왔다. 심지
어는 사회적 자원의 청지기로서의 규범에서조차 일탈하는 불합리함도 드러낸다.
비록 이러한 연구들에서 한국 사회복지조직이 당면한 혁신의 방향과 좌표가 제시되어 왔
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서 뚜렷한 성과는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
다. 제반 실천적 여건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기존의 연구 노력에서의 제한점도 간과될 수
없다.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의 혁신을 위해서는 변화에 저항 혹은 추동하는 역학 변인들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것은 단순히 현재적 상황의 법/제도나 기술, 인구사회학적 조
건들만을 고려하는 접근으로는 힘들다. 조직적 변화의 추동력은 보다 폭넓은 조직의 경험
들에서 연유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Patti, 1983: 196- 198).
모든 조직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학습을 해오고 있으며, 조직의 현재와 미래적 행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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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과거와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한다. 사회복지조직의 행태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이들 조직의 태생이나
성장 과정에서 연유된 경험적 맥락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사
회복지조직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조직 행태를 설명, 예측하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규범적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혁신
의 방향과 좌표에 따른 추동력이나 저항력의 근원을 확인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역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1960～70년대에 이르는 유년성장기의 과정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한국 사회
복지조직의 태동기에 해당하며, 조직의 기본적인 체형과 심성의 저변이 형성되었던 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역사적 중요성을 기술한 연구는 드물다. 간혹 이
시기의 빈민 구호사업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혹은 구호시설들에 대한 단편적
인 기술과 묘사들이 있기는 하지만,3) 그 경우에도 사회복지조직의 관점에서 이 시기의 중
요성을 조명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조직에서 나타나는 행태의 원형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의 사회
적 상황에서 배태되어 60-70년대를 거쳐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기술하려는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 직후에 사회복지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되었던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4)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사회복지조직들의 형성 과정을 설명해 본다. 비록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중심 무대가 서울 지역으로 옮아가고,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도 전국적으
로 산개(散開)하지만, 80년대 이후 이른바 사회복지의 신(新)여명기 이전까지 부산 시절의
태동기에서 비롯된 행태적 원형들은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형성되었던
한국의 현대적 사회복지조직의 행태적 원형들을 설명하려는 것이다.5) 기존의 사회복지에
3 대표적으로는 구자헌의 한국사회복지사(1984), 하상락 編의 한국사회복지사론(1989), 권오구의 사회복지
발달사(1994), 감정기·최원규·진재문의 사회복지의 역사(2002) 등이 있다.
4 당시 부산의 요구호 인구의 수와 성격, 그리고 외원단체의 활동과 외원의 수급 측면에서,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적 욕구와 환경이 응집되어 있었다.
5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새로운 사회복지적 환경과 사회복지조직의 동향이 발생하기 이전인 19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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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역사적 연구들이 인구사회학적, 법적, 제도적 환경과 관련된 사료들을 중심으로 사회
복지 전반의 시기와 과정적 특성들을 구분해 내는 노력에 치중해 왔다면,6) 본 연구는 사회
복지조직의 관점에서 그러한 환경 조건하에 있었던 주요행위자(key actors)들의 행태에 관
한 자료를 부가하여 그 상호작용적 맥락을 분석, 서술하는데 중점을 둔다.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범위와 내용은 크게 생태학적(ecological) 및 제도적(institutional) 관점에 의해
도출되는 환경 요소들과, 정치경제학적(political economy) 관점으로 해석되는 주요 행위자
들에 의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주조되었다.7) 이러한 관점들은 연구 문제와 수집될 자료
의 성격 및 유형을 결정하고, 한편으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위한 선험적(a priori) 이론틀
로서도 기능했다. 연구의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구
현된다.
첫째, 1950 70년대의 거시적 인구사회학적 동태가 사회복지조직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시기의 사회복지 욕구의 특이성과 영향의 맥락을 규명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기근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대규모 욕구는 빈번하게 나타났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의 욕구
특이성이 현대적 사회복지조직의 출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리라는 것이다. 서구사회에
서는 오랜 기간을 두고 진행되었던 산업사회적 욕구, 즉 가족과 공동체적 지역사회의 파괴
로 인한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욕구가, 한국 사회에서는 비록 전쟁으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에 집중적이고도 대량으로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조직을 통한 구호라는
시설보호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몇 년간의 시기도 이
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전쟁과 같은 대량파괴는 아니었다는 점, 귀환전재민
역시 빈곤문제는 갖고 있었으나 가족과 지역사회의 파괴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는 점,8)
당시 사회복지조직의 수에 대한 자료들에서도 보여지듯이 대량의 조직을 발생시키지 않았
년대까지를 한국사회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조직들이 태동해서 성장했던 시기로서,
이전과 이후의 시기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맥락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6 앞의 각주 4)의 문헌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7 생태학 이론은 조직의 생멸(生滅)과 같은 장기적인 변화를 인구사회학적인 거시적 환경의 변화에 초점
을 두는 것이며, 제도 이론은 외부사회의 제도적(법, 규범, 이념 및 가치 등) 요소들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정치경제학 이론은 조직 내·외부의 정치적 및 경제적 자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의
행태를 설명하는데 유리하다. (참고: Hasenfeld(Ed.), 1992; 김영종, 2001: 111- 134.)
8 귀환전재민이란 일제하에서 징병, 징용, 이민 등으로 인해 해외에 이주하였다가 해방 이후 귀환한 동포
들을 지칭한다. 귀환전재민의 범주 속에는 38도선 이북으로부터의 월남동포도 포함된다 (이영환, 1989:
432-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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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9)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시기의 사회복지적 욕구와 그로 인한 사회복지조직에
의 영향과는 상이하게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구분될 수 있는 독특한 욕구가
현대적 사회복지조직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 기술할 필요가 있다.
둘째, 1950 70년대에 정부의 성격을 포함하는 법적, 제도적 환경은 어떠했으며, 그것이
사회복지조직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시기 사회복지 욕구의 특이함만으로는 사회복
지조직의 대량 발생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조직의 가능성이 허용될 수 있었
던 법적, 제도적 환경과 정부의 성격도 함께 규명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성격 측면을 통해
이전 시기와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연속성과 차별성이 혼재하는 부분도 있을 것
이다. 이 점에서는 굳이 50년대를 출발 시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왔던 제도적 규범들의 존재여부와 허용성까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
도 정부와 법/제도적 요소들이 이 시기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작동되었다는 점에서, 이
때를 중심으로 그것들이 사회복지조직에 미친 영향적 맥락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다.
셋째, 1950 70년대에 외원 관련 개인, 단체, 기관을 포함하는 주요행위자들의 성격은 어
떠했으며, 그것이 사회복지조직의 형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시기에 사회복지조
직의 형성에 개입된 주요행위자들로는, 구호를 앞세운 선교 목적의 개인, 단체, 기관들로서
통칭하여 외원(外援)으로 불리는 것이 있다. 이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혹은 독
자적으로(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시설의 설치와 성장을 이루어냈던 설립자 내지는 사회
사업가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의 배경과 역할, 활동 방법 등이 초기 사회복지조
직의 형성과 이후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이 현재까지도 사회복지시설들의
문화 속에서 혹은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독특한 조직문화의 매개자를 통해 어떻게 잔존하
는 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역사적 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방법을 주로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앞서 제기된 연구 문제들에 대한 귀납적 가설을 도출하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역사적 연구에 있어서 충분한 사료(史料)의 확보는 언제나 문제시 되는 부분이지만, 특히
9 미군정기의 전국 후생시설 수(수용인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1945년 53개(2,192명), 1946년 86개(5,188명),
1947년 116개(7,221명), 1948년 129개(8,473명), 1949년 2월 129개(8,420명)이다(경제연감, 1949. 이영환,
1989: 443), 이는 아동시설(감화시설, 정박아시설 포함), 양로시설, 행려불구자시설을 모두 포함한 수치
이다. 이런 추세가 1952년 8월에는 전국의 고아원만 280개(30,473명)로 급증하였고, 1955년에는 아동복
지시설의 수 만해도 484개(50,471명)로 수직상승 한다.(최종도,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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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조직의 연구에서 1950～60년대의 자료는 매우 희소해서 연구의 어려움은 배
가된다.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기록물들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료들의 경우도 대개가 이차, 삼차 자료들이거나 혹
은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록들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를 부산 지역으로 한정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료의 제한성이
라는 문제를 그나마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지역의 문제에 국한하여 사료를 발굴해 내
는 것이 연구의 효과/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된 세 가지 연구문제
에 대해 상호대조가 가능한 통합적인 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산 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 부산은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한국 사회복지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되었으며, 이때에 활동했던 조직 생존자들이 부산 지역에 상당수 남아있다.
이들이 보유하는 기억 자료는 산발적이고 희소한 기존 문헌 자료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중
요한 근거가 된다.
동일한 지역내에서 환경적 변화와 요구들에 반응해왔던 행위자들의 기억 자료를 통해,
환경과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외부적 요인들의 개입에 대한
설명 부담을 줄이므로, 설명의 내적 타당도(internal validity)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비록
연구 결과의 외적타당도(external validity)와 일반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지만, 사료의 한계와 통합성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서는, 사료의 확보가능성과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가 활용한 자료들을 연구문제와 결부시켜 분류하자면 <표 1>과 같다. 표에서
(1), (2), (3)의 자료들은 비교적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덜하다. 그럼에도 삼각측량(tripod)
방식과 같은 사료 대조 방법으로 검토하여, 그에 따른 활용의 제한 범위를 설정하는 노력
이 주어졌다. (4)의 자료들은 기록자와 응답자의 주관성에 대처하는 연구자의 적극적인 해
석 노력이 요구되었다. 특히 인터뷰 자료와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 생존(selective survival)
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응답자 표본의 선별적 생존의 문제도 있지만, 응답자의 세
탁된 기억이나 주관적 상황 인식으로 인한 기억의 선별적 생존도 큰 문제로 드러난다. 그
로 인해 이러한 자료들은 적어도 다른 2명 이상의 기억과 상황 묘사를 통해 확인되는 과정
과 응답자의 주관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내어 배제하는 방법이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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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자료의 주제별 분류
주제

(1)
시설 현황

(2)
인구사회학적
환경
(3)
법적/ 제도적/
정부

(4)
행위자 관련

유형별 자료
<한국사회사업부산시연합회, 창립총회 회의록 1958, 산하시설일람표
1960, 정기총회 회의록 1961>, <한국사회복지부산시연합회, 후생시설현황
표 1964, 탈회회원 관계철 1967- 68, 회원명부 1971, 제9차연차총회 참석자
명단 1971, 제10차정기총회 출석자명부 1972, 시설개요(집계)철 1973, 아동
복리시설 조사표 1978>, <한국사회사업시설연합회 부산시지회, 중앙연합
회 입회신청서철 1972, 정기총회 1974～1983, 1970년대 신문발췌철,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현황표 1982> , <부산시아동복리시설연합회, 아동복리시설현
황카드 1978>, <한국아동시설연합회부산시지회, 아동복지시설 실태조사표
198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연감 1972, 한국사회복지총람
1977> 등.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 경제연감 1949>, <부산시, 부산통
계연보 1962～1980>,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1권～4권 1989> 등.
<육본법무감실, 군정법령집 1953>,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1
권～7권 1968>, <한국법제연구회, 미군법령총람 1971>, <법원행정처, 주요
구법령집(하) 1988>, <미군정활동보고서, Summation of U. S. Mit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 1 - 6 199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
국사자료집 1권～9권 1994> 등.
<한국어린이재단, CCF 38년사- 사랑은 국경을 넘어- 1986>, <한국선명
회, 한선명회 40년발자취 1993>, <카바40년사편찬위원회, 외원사회사업기
관활동사 1995>, <월드비전, 월드비전 한국50년운동사 2001>, 사회복지시
설 설립자 인터뷰 자료*, 국제신문 사회복지 관련 기사검색 자료** 등.

* 사회복지시설 설립자 인터뷰 자료: 1950～60년대 부산지역에서 시설을 설립/ 운영했던 이들 중 취재
가능한 19명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자료화한 것이다. 총 1,120분 분량의 녹음테이프와 각 인물별로 정
리된 20개의 녹취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제신문 사회복지관련 기사검색: 당시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신문이었던 국제신문사의 협조로, 1950
년부터 1969년까지 발행된 국제신문 기사를 전수 검색하여, 사회복지 관련 기사를 추출, 연도별로 정리
한 자료이다. 총 226권의 국제신문철을 검색한 결과 총 3,169개의 기사가 선별되었고 이를 각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신문기사들도 기록자의 주관적 상황인식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기록 상황의 선별
성 문제도 크게 나타난다. 적어도 당시의 신문기사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부 과
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당시의 외부사회적 시각을
추정하는데는 훌륭한 가치를 가진 사료임이 밝혀졌다. 또한 조직의 탄생과 도태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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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흔히 드러나는 사건 기사들을 중심으로, 이 시기 사회복지조직의 형성을 둘러싼 자원
수급관계의 행태를 추정하는데 막대한 활용가치가 있는 사료로 드러났다.
각각의 자료들에 대한 수집을 위해 활용한 방법은 스노우볼(snowball) 방식인데, 이 분야
연구에 대한 기존의 자료군 베이스(dataset base)가 부재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이 방
식은 하나의 자료원의 발굴을 통해 그에 근거한 다른 자료원을 추적, 수집해 들어가는 것
이다. 연구자가 이전부터 수집하고 있던 몇몇 자료들을 제외하고는, 인터뷰와 신문검색을
통한 자료수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는 2002년 9월

2003년 6월까지였다.

이들 자료의 해석은 질적 연구방법에 의존했다. 조직의 이해에 관한 몇몇 주요 선험적
관점들에 의해 연구의 질문과 자료의 범위가 결정되었지만,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포함
되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해석, 그리고 이 과정에서 테마(theme)의 발굴에 이르는 주요
연구 과정은 검토

임시가설 설정

재검토

수정가설

검토라는 되풀이식 질적

검증으로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확보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
기되었으며, 그로 인해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자료수집도 지속적으로 병행되었다.
자료 분석의 결과 크게 두 가지의 중심적인 주제가 대두되었다. 먼저, 한국전쟁 직후부터
1950～7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나타났던 부산 지역의 지정학적 역사적 함의가 도출되었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조직이 한국 사회에 생성되었던 역사적 과정을 정
리, 기술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러한 과정
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행태적 속성들의 원형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현재까지
도 다양한 영향력의 일단을 행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히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할 부
분이다.

Ⅲ. 현대적 사회복지조직의 태동과 부산 지역의 역사적 함의
사회복지의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전근대와 근대 혹은 현대적 시점의 구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10) 현대의 사전적 의미는 사상(思想) 또는 그 밖의 것이 현재와 같다고
생각되는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시대 구분이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 충실
10 실제 학자들마다 한국 사회복지사를 시대 구분 함에 있어 근대와 현대를 구분 짓는 기준과 시기가 각
각 다르다. 구자헌(1984)은 1960년대까지를 근대적 사회복지로 간주하고 있으며, 하상락(1989)은 일제
시대까지를 근·현대의 사회복지로 규정하며 서술하고 있고, 감정기·최원규·진재문(2002)는 해방 이
후부터를 현대 사회복지의 출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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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본다면, 오늘날과 같이 서구의 전문 사회사업 개념과 실천방법들을 그 내용으로 하는
한국의 사회복지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근대
적 사회복지의 방법과 명백히 구분되는 조건으로 공식적인 조직에 의한 사회복지 활동을
든다면 (Wilensky & Lebeaux, 1970: 140- 147), 한국전쟁 직후에 이루어졌던 대규모적인 욕
구에 대응하기 위해 생겨난 대량의 조직 활동을 근거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 시점에 현대
적 의미의 사회복지가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의 시점은 또한 외원의 대규모 도입 시기와도 연관된다. 한국사회복지사
에 관한 대부분 문헌에서는, 서구의 전문 사회사업 개념과 실천방법들을 한국에 소개한 주
체로 외원민간원조단체를 들고 있으며,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이들 단체가 대
거 내한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11) 외원은 공식적인 조직을 통한 구호 방법을 선
호하였으며, 그로 인해 대량의 구호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당
시 설립된 사회복지조직의 구성과 기술 역시 외원의 요구에 따라 형성되게 된 바도 크다.
당시 외원단체들이 갖고 있던 정치경제적 파워(power)에 근거해서 보자면, 이들이 요구했
던 현대적 의미의 사회사업 내지는 사회사업조직에 관한 규범(기술까지를 포함)들이, 비록
형식적인 수용이었을 수도 있지만, 쉽사리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12)

이처럼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조직이 1950년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태동하게 되었던 시점에, 부산 지역은 이 시기의 특징적인 성향을 대표하고 있었
다. 전쟁 초기의 막대한 구호 욕구가 부산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대규모 외원의 초기 도입
역시 부산지역을 병참기지로 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구호시설을 비
11 외국민간원조단체 란 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본국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고 외국에서 원조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 민간 조직체를 지칭한다(최원규, 1998). 또한 1963년에 제정된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외원단체라 함은 그 본부가 외국에 있고 그 본부의 지원으로 국내
에서 보건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 재해구호 또는 지역사회개발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
적인 사회사업 기관으로서 그 사업 자원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 을 말한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편(1992), 조기동(1991), 문인숙(1990), 하상락(1989), 장인협
(1986) 등 대다수의 연구자들과 문헌에서 외원단체를 서구의 전문 사회사업 개념과 실천방법을 한국
에 소개한 주체로 간주하고 있다. 조선말에서 일제시대까지 내한한 외원단체가 20개, 해방 이후 한국
전쟁 발발 이전까지 내한한 외원단체는 8개, 1950년에서 1960년 1월 사이에 내한한 외원단체는 55개
로 기록되어 있는데, 일제시대까지 내한한 외원단체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외원단체가 아니라 선교단
체에 보다 가까운 것들이었다고 본다 (최원규, 1996). 또한 한국 내 외국민간원조단체의 연합체인 외
국민간원조기관한국연합회(KAVA) 가 결성된 시기도 1952년 3월이었다.
12 당시 고아원을 운영하던 스님이 외원단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머리를 기르고 개종할 정도로 외원단체
는 지원 시설에 대해 종교적 성향과 조직문화를 은연 중에 강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1960년대에 들어서는
지원 대상 시설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종교적 조건, 재무와 인사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
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시설들에서는 외원이 까다로워서 왠만하면 포기하고 싶을 정도 였다고 기억되기
도 한다 (관련 녹취록, 4, 7, 9번 등). 이는 한국선명회가 1960년 9월에 지원기관들에 시달한 세계 월드비
전 고아원 정책 과 지침서 등에서도 적절히 엿볼 수 있다. (참고: <월드비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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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다양한 사회복지조직들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부산 지역은 한국
사회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조직이 본격적으로 시발되었던 곳이라 해
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조직이 태동하려면 몇 가지 선행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사
회적으로 유형화된 광범위한 욕구 집단의 존재, 가족과 지역적 연고를 넘어선 공식적인 자
원 환경의 조성, 그러한 욕구와 자원 환경을 조직체라는 해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인드
와 능력을 갖춘 주체의 등장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 부산(경남)지역
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가장 충실히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13) 이를 근거로 해서 볼 때, 당시 부산의 지정학적 특수성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당시 환경적 욕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산은 해방 후 배를 통해 일본, 만주, 중
국 등지로부터 귀국하는 귀환동포의 귀착지였던 탓에 수많은 귀환동포가 부산을 통해 들어
왔고, 그들 중 상당수가 부산에 정착하였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14) 또한 이들의 대부분
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인 전재민이었기에 구호와 원조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1948년
당시 보건후생부 통계에 따르면, 해방 이후부터 1947년 3월 현재까지 귀국한 전체 귀환동
포의 수는 2,127,403명이다. 이들 중 부산·경남지역에 유입된 수는 599,331명으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그들 중 반 이상인 53.3%가 요구호 귀환전재민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 또한 시도별 전체 요구호인구의 수에 있어서도 부산·경남지역이 575,416명으로 최
고치를 기록했다.15)
이러한 형편은 부산의 전체 인구수가 급격히 변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관 추정될 수 있
다. 1945년에 부산의 인구는 281,160명이었으나, 해방이 되면서 귀환동포의 증가로 1946년에
362,920명, 1947년에 438,505명, 1948년에 501,890명으로 매년 7만여명씩 늘어났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전국의 피난민이 부산으로 몰려들 당시인 1951년에는 인구가 844,134으로 증
가하였고,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도 부산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1955년에는 100만명을 돌
파했던 것으로 보고된다.16)
13 당시의 사회복지 환경으로는 부산과 경남을 굳이 구분하기 힘들고, 1963년에 부산이 직할시로 독립되
어 경상남도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부산이 중심에 있었다는 의미에서 부산지역이라 한다.
14 최해군(1997)은 부산항을 통해 귀국한 귀환동포의 수를 150만으로 산정하고 있다. 또 이들의 상당수가
부산에 정착했다는 사실은 당시 부산 인구의 변화 추이를 고려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5 1949년에 발간된 조선은행조사부의 경제연감 에 따르면, 48년 3월 말 현재 시도별 전재민의 수에서 경
남이 643,765명으로 서울을 비롯 전국 각도 중에서 최고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44년부터 1946년
까지 도별 인구증가율을 보면 경남이 37.4%로 가장 높고, 전재실업자의 비율과 일반실업자의 비율도
각각 8.9%, 12.4%로 최고치를 차지했다. (브루스 커밍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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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부산의 요구호인구의 성격을 살펴보면, 대부분 귀환전재민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
난민들로서 대부분 외지로부터 유입된 무의탁 무연고자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같은 전통적인 구호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며, 국가사회의 공식적인 구호
가 요청되는 인구집단이었다. 부산에서의 이러한 대규모의 공식적인 요구호 인구집단의
형성은, 현대적 의미의 공식적인 사회복지조직이 태동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로, 공식적인 자원의 측면에서 보자면, 부산은 1950년대 초 외원단체 활동의 중심
지로서 외원물자의 귀착지이자 공급지였다는 점이다. 1950년대 전국의 요구호 인구에 대한
구호자금은 대부분 미국 등 외국 정부로부터의 원조와 외원단체가 도입한 구호물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1950년대 후반에는 외국민간원조단체들이 한국정부의 보건사회부보다 더 많은
재원을 사용하여 한때는 이들 외원단체들의 연합회인 외국민간원조기관한국연합회(KAVA)
를 제2의 보사부라고 부를 정도였다(최원규, 1998).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대부분의 구호물자는 부산항에 도착하여 전국으로 전달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산은 구호물자의 유통을 통해 전후 경제적 기반을 일구어 나갈 정도였다.17)
특히, 195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외원단체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기에,18) 부산은 상
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구호물자의 수급이 원활하였다. 당시 부산의 육아원을 비롯한 대
부분의 민간 사회복지시설들은, 이러한 구호물자를 재정기반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설립된 민간 사회복지시설들을 한국의 현대적 사회복지조직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
는 이유는, 이들 조직이 기반한 재정자원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당시 외원에 의해
도입된 물자는 이전 시기의 재정자원과 비교할 때, 그 규모나 성격 면에서 큰 차별성을 보
인다는 점이다. 먼저 그것이 가족과 지역공동체와 같은 전통적인 상호부조의 범위를 뛰어
넘는 자원이라는 것이며,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원조와 구호라는 뚜렷한 목적 아래에서
조성된 공식적인 자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자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대적 의미의 공식
16 1955년 부산의 인구는 1,049,363명이었으며, 당시 수도 서울의 인구는 1,574,868명으로 기록되었다. 부산
의 인구는 1946년부터 1955년까지 10년간 연평균증가율이 16.14%, 총증가율 273%로 전국 시도별 최
고치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사, 1989)
17 한국전쟁 중 부산지역의 경제생활은 제조업 부문이 아니라 시중으로 유출된 군수물자, 구호물자, 밀수
품 등을 거래하는 유통업이 위주였으며, 제조업은 원조자금으로 원조물자를 가공하는 섬유, 식품 위주
의 경공업이 대부분이었다. 또 부산은 항구를 통한 수출입 물동량이 많아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컸다. 1953년 부산은 전국 수출 물동량의 82.4%, 수입 물동량의 84.9%를 차지할 정도로 물자 유통의
중심지였다.(박인호, 2000)
18 카바40년사 편찬위원회의 기록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한 (외원)단체들은 대부분 피난지 임시수도였던
부산에 거점을 두고 구호활동을 펼쳐나갔다. (카바40년사편찬위원회, 199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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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직이 필연코 요청되었으며, 그런 점에서 부산지역은 외원 물자의 동원 용이성과 함
께 현대적 의미의 공식적인 사회복지조직이 활발하게 태동될 수 있었던 여건을 갖추고 있
었다.
셋째, 부산에서 현대적 사회복지조직이 태동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조건으로, 이전 사회와
는 전혀 다른 막대하고도 새로운 성격의 사회문제와 욕구에 봉착해서, 그에 대한 해법으로
공식적인 조직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가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들만으로는 왜 이 시기에 부산을 중심으로 대량의 조직적 활동이 일어났는지를 충분하
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러한 조건들에 더해서, 가족과 지역사회, 혹은 국가적 시혜와 같은
전통적인 구호의 접근 방법과는 다른, 공식적 조직을 효율적인 구호를 위한 도구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와 기술을 갖춘 집단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세 번째 조건 또한
당시의 한국 사회에서는 부산 지역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먼저, 외원단체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실을 살펴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원단체의 인력은 대부분 선교사에 준하는 종교인들이었는데 반해, 한국전쟁 이후
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물리치료사, 교육인력, 자원봉사자 등 그 직종과 수가 다양
해지고 증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최원규, 1996). 이는 당시에 새롭고 대규모적인 사회복
지적 욕구와 수요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사업 인력들이 형성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19) 1950년대 초에는 이들 중 상당수가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하
였으리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외원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부산은 기존의 사회사업 인력들을 한국전쟁을 통해 흡수하게 되는데, 한국전쟁
이전에 설립 운영되었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이 부산으로 피난하게 되면서 그와 관계
된 인력들도 상당수 부산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1964년 부산의 후생시설에 관한 자료
를 통해, 1950년 이전에 서울을 비롯한 타 시도에서 설립되었던 상당수의 시설들이 한국전
쟁 와중에 부산으로 피난을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0) 그리고 그 중 몇몇 시설은
부산에 정착하여 전쟁이 끝난 후에도 부산에서 시설을 계속 운영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 인력의 유입은 사회사업조직의 마인드와 기술의 풀(pool)을 넓혔다. 본 연구자가 당
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립 혹은 운영했던 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해 냈던 특이한 사
19 초기 외국인 중심으로 구성된 인적자원이 한국인들을 점차 포함하게 된다. 외원단체의 인적자원에서
한국인이 자치하는 비율도 그에 따라 1955년에 1,775명이었던 것이, 1962년에 4,613명, 1964년에는
5,076명으로 늘어난다(최원규, 1996: 62).
20 1964년 한국사회복지부산시연합회에서 작성한 후생시설현황표에는 각 시설의 설립시기와 장소 그리고
연혁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는데, 이를 참고로 하면, 서울애린원, 서울성애원, 성덕보육원, 십자가갱생
원, 라이트하우스(이상 서울), 아동자선원(경기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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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한국전쟁 직후에 부산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 운영했던 이들이 대부분 이전부터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토착민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21) 대개는 전쟁 와중에 이북에서
월남했던 피난민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미 기독교적 사회
사업에 대한 이해가 토착민들에 비해 앞서 있었다.22) 그런 점에서 기독교적 선교사업의 목
적으로 쇄도했었던 외원단체들과 활동의 맥이 보다 쉽사리 닿을 수 있었으며, 그것이 이들
집단이 부산 지역의 초기 사회복지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23) 토착민이 아닌 외지인에 의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
설들이 설립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당시의 특징적인 사회복지조
직의 역사를 적절히 대변해 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부산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내한한 외원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으며, 현대적 사회사업과 관련해서 앞선 이해를 갖춘 인력들이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공식적 조직을 통한 자원의 수급이라는, 새로운 구호 관계를 수행하
는데 필요한 기술적 주체의 측면에서도,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앞서 제시된 두 가지의 조건들과 결부시켜 본다면, 이로 인해 당시 부산 지역은 현
대적 의미의 한국 사회복지조직이 태동하게 되었던 지정학적 역사적 중요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21 관련 면담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 때는 다 이북 사람이 원장이었지. 경상도 사람은 사회사업 몰랐어
요. (녹취록 9번). 1세대 원장들의 99%가 이북이지요. 솔직히 이남 사람들은 시설할 생각 안 했어
요. (녹취록 11번). 피난 나와 가지고 그분(이북 출신)들이 주로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했지. 돌아가
신 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럴 걸?
모자원,
모자원이 그렇고, 지금 없어진
모자원
이 그렇고. 그리고
,
,
원,
원,
재활원,
양로원,
보육원,
보육원이
물장수 얘기 나오는 북청이지. (녹취록 16번). 그분들(이북 출신)이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북
에서 공산 혁명이 일어나고 (중간 생략) 여기 경남 사람들은 거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니, 굳이 모
험적인 시설을 시작할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녹취록 19번).
22 부산·경남지역을 비롯한 영남권은 전통적으로 불교가 강세였고, 지금도 불교인구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당시 토착 부산인구의 종교적 성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적 색채
를 강하게 띄고 있는 외원단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시설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이 보장되던
당시 상황에서 토착민들은 기독교인 이북출신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23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에 유입되는 시점부터 한국 전쟁 이전까지 기독교는 이북지역을 통해 먼저 전파
되었다. 당시 부산으로 피난 온 상당수 이북 출신은 반공, 기독교인이 많았으며, 이들이 당시 외인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선교를 통한 구제사업에 대해서도 부산지역
의 토착세력들보다는 앞서 있었다고 보여 진다. 많은 자료들에서 보이듯이, 초기 부산 지역에서 활동
했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회복지시설(혹은 법인)의 설립자들은 이북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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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행태적 원형(原形)
앞서 기술했던 바와 같이, 한국의 현대적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조직은 1950년 한국전
쟁을 직후한 시기에 태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대라는 의미에 내포된 조직의 공
통적인 성향이 이미 1950년대에 형성되었음을 의미하고, 비록 변형되고 수정되어 왔지만
그 행태적 원형들은 2000년대인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복지조직에 이어져 오고 있음을 뜻한
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 자료들의 질적 분석 과정을 통해 그러한 원형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을 통해 기술해 본다.

1. 민간 주도의 서비스 공급 조직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조직은 수적으로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2>에서 나타나듯이, 공공이 운영하는 기관들보다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단순히 사회복지서비스 실행에서 민간 부문이 유리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본다거나, 단순히 정부의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결과로만 보기
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24)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
급체계가 어떠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표 13> 2000년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주체별 현황
합계
생활시설 및 기타1)
종합사회복지관2)
보육시설3)

공공운영

민간운영

1,409 (100%)

35 (2.5%)

1,374 (97.5%)

350 (100%)

15 (4.3%)

335 (95.7%)

19,533 (100%)

1,295 (6.6%)

18,238 (93.4%)

참고: 1) <보건복지부, 2003, 노인복지시설현황>을 비롯한 모자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현황 등을 포함; 참고: <김영종, 2003: 172>: 2) 2002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자료:
3) 2001. 3월 기준,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현황자료

24 휴먼서비스로 통칭되는 유형의 서비스들은 개별화되고 탄력적인 서비스의 공급이 요청되므로, 공공부
문의 관료제적인 경직성이 비효과적/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합리성에 근거한 견해가 있다. 또한 방관적
인 정부에 의한 결과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는 정치학적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 휴먼서비스에 있어서
의 공공과 민간의 관계에 관한 견해들은, <이혜경, 2002>, <김영종, 200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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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는 외형상 민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
만, 그것이 순수히 민간 자원에 의한 서비스공급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민간 조직의
서비스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이 정부 자원으로 메워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관계는 종속적 대행자
(vendor)' 모델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혜경, 200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델의 근원을 사
회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던 시기에 민간에게 사회복지서비스가 전적으로 맡겨져 있
었다는 점과, 이 시기에 주된 자원공급자였던 외원이 민간의 조직화를 유도했었다는 점에
서 찾아볼 수 있었다.25)
한국전쟁이후 1950～70년대 우리나라의 상황은 절대 빈곤이 주된 사회문제로 되어 있었
다.26)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가정 문제와 같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들이 단순히
빈곤 문제로 단순히 귀결되던 시기였다. 아동의 문제도 빈곤문제이고, 장애인의 문제도 곧
빈곤문제였다. 당시는 현재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제반 욕구의 차별화는 엄두
도 내기 어려웠던 시기였다.27) 이처럼 절대 빈곤이 전체 사회적 문제를 형성하던 시기에,
민간 부문에 의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주조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특이할 만한 사실이다.
절대 빈곤의 시기에 공공이 아닌 민간이 이러한 문제들을 떠맡았다는 것은, 당시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에서 찾아보아야만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설명되었던 바와 같이,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나타났던 대규모 구호 욕구와 그러한 욕구의 현대적인 성격, 그것에 대처하
기에는 지나치게 무능력했거나 혹은 소극적이었던 정부,28) 외원의 대대적인 활동과 개입
25 외원단체의 활동과 영향에 대해 연구한 최원규(1998)는 1950년대까지 외원단체의 활동은 시설구호와
응급구호로 특징 지워진다고 분석하였고, 이 시기 외원단체들이 막대한 원조물자를 갖고 시설지원에
나섬으로써 시설보호 중심의 사회사업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26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액은 미화로 18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추산하고, 공업시설의 42%, 발전시설의
41%, 탄광시설의 50% 가량이 피해를 입어 산업생산시설이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문인숙
1990). 따라서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61년까지의 시기는 국가 전체가 절대적 빈곤하에 놓여 있는 사회
문제의 증폭 시기였다고 본다(남세진·조흥식 1998). 부산의 경우, 1953년 3월 기준으로 부산인구가
87만인데, 이중 24만6천49명이 시사회과에 등록된 구호대상자들로서 전체 시인구의 1/ 3을 차지한다(국
제신문 53.3.12).
27 당시 고아원의 고아에 대한 보호 실정을 회고하는 자료를 보면, 외원단체에서 아이들에게 구호물자로
옷가지, 학용품, 장난감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다 쌀로 바꿔먹었지. 배를 채우는 게 급한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등(관련 녹취록 2, 17번)이 있다. 또 최종도(1969)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재원에
관한 분석을 살펴보면, 58년, 59년, 67년, 68년도 시설 운영재원의 지출항목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급식
비, 피복비, 수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교
육비는 평균 8%로 한 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당시 전쟁고아를 비롯한 아동의 문제에서도 의식
주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였다.
28 제 1공화국(1948. 8～1960. 6)과 제 2공화국(1960. 6～1961. 5)은 정치적인 혼란기로 표현되며, 그로 인
해 민생에는 무능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강력한 집권세력으로 등장한 제 3, 4공화국(1963.
12～1981. 3)도 사회복지의 측면에서는 등한하거나 소극적이었으며, 단지 규제적인 성향만은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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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민간 조직의 육성 전략들이 선호되었다는 점, 당시로서도 이미 제도적으로는 민
간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주체는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당시의 절대 빈
곤의 문제가 공공이 아닌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접근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다.29)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의 초기 형성 조건들은 그 후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30) 1970년대 이래 사회복지법인 제도에 의해 기투자되어 축적되어
온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준공공 자원들은, 그 이후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민간 인프라로 간주되어 왔다.31)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도 그 맥
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민간 사회복지조직들
이 주축이 되는 공공과 민간의 대행자 관계 모델은 제도적인 견고함까지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9 해방 이전인 1944년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은 1961년 [생활보호법]의 제정시까지 사회복지조직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제도적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1961년에 제정된 법률 제913호 생활보
호법 부칙 2항에 따르면, 단기 4277년 3월 제령 제12호 조선구호령은 본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고 비로소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해 제정된 법률 제912호 아동복리법 부칙 2항, 3항에도 이와 비슷
한 내용이 있는데, 아동복리법의 시행에 맞춰 1923년에 제령된 조선감화령을 비로소 폐지하고, 조선감
화령에 의해 설치된 기존의 감화원과 조선구호령에 의한 구호시설은 앞으로 아동복리시설로 간주한다
고 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일제시대의 사회복지 관련 법과 제도들이 1961년도까지 어떤 식으로든 그
명맥을 유지해 왔음을 뜻한다. 조직 형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럼에도, 해방 이후 미군정기(1945.9- 1948.8)를 거쳐 제1, 2공화국이라는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는, 정부의 방관내지는 무능력함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인 지원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것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 구호 욕구의 막대함과 한국전
쟁의 실상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로 인해, 외국 원조의 대량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이제껏 명목적
이었던 제도가 그나마 허용의 근거로서는 작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외원 기관들의 제도적
조건들 역시 시설의 설치를 옹호하는 방향이었으며, 외원의 도입에 대한 정부의 방관적 적극성 과 합
해져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민간 조직의 대량 발생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30 이혜경(1998)은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한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도입으로 특수한 공공- 민간 관계 가 제도
화되었다고 지적한다.
31 이러한 현상은 1970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이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요구(1952년 후생시설 설치요령 이 대표적)가 있었던 정황과 그것을 전제로 정부의 지원을 허
용하는 정책들에서 엿볼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개입에 정부가 소극적이었으므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 이외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증거는 없
다. 예를 들어, 공공이 민간의 인프라를 보조하는 역할 (정부의 시설 지원 예산의 증가)을 제외하고
는, 공공이 신규 시설의 설치와 직영 등을 통해 민간의 역할을 대체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의 효율성에 의해서 민간 주도의 서비스가 구축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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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문제와 수용보호 중심의 조직기술 문화
초기의 사회복지조직들에 주어진 당면과제는 절대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
는 인구사회학적 유형에 의한 차별화된 욕구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대상자의 욕구를
의식주의 문제로 환원(reduction)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해방후의 혼란기와 1950년의
한국전쟁 직후에 비롯되어, 이후 경제개발이 본격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이전인 1970년대
후반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2)
이러한 시기에 사회복지조직(고아원, 양노원, 부랑인시설 등)에 대한 일반사회의 인식은
빈곤과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추어졌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조직들이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취했던 접근 방법에는 수용보호라는 기술이 보편적이었다. 당시
수용보호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된 배경을 몇 가지 이유로서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 그것이 비용/효율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의 문제가 해방후 귀환동
포나, 한국전쟁을 통해 양산된 이재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했었던 것으로 본다면,33) 일
차적으로 집단적인 시설을 통한 수용보호가 구호의 경제성 측면에서는 유리했던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량의 빈곤인구를 제한된 자원으로 구호하려면, 일정한 장소에 서비스
대상자들을 집결시켜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량공급 방식이 공간적, 인력적, 시간적으로도 가
장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인력 문제의 경우만 하더라도, 1970년대에 이르기
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뚜렷한 임금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인력 수급
은 열악한 형편이었다.34) 그러한 정도의 여건하에서, 시설수용을 통한 대량공급 방식 이외
의 서비스 전략들을 구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용보호라는 조직기술은 자원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했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
회복지시설들의 설립과 운영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이 외원의 존재인데, 외원은 대개
수용시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5) 그 중에서도 고아들을 수용하고 있
32 1979년에 수출 1억불 달성과 개인소득 1천불 시대를 열었다고 하였으며, 1980년에 집권한 전두환정부
에서는 이를 거론해가며 사회복지사업의 내실화 대책을 지시하는 장면들도 종종 나타난 바 있다.
33 1950년대의 신문에서는 주택 문제와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거기에서 주택 공급의 어
려움과 임시 주거시설 등의 존재에 관한 사실들이 많이 발견된다. 당시 부산에는 대규모의 천막촌이
형성되어 있었고, 바락 이라는 판자집 쪽방들이 계속해서 건설되었는데도,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적으
로 보도되고 있다.
34 다만, 시설에 거주하면서 수용인원 수에 의거해서 배분되었던 식량을 나누어 먹는 정도로서 시설종사
자들의 주거와 임금이 해결되던 그러한 시기였다. 원장을 포함한 시설직원들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보
조하기 시작한 때를 면담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게 기억하고 있지만, 대부분 80년대 이후라고 회고한
다(관련 녹취록 11, 14번). 그 이전에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5 외원단체에 의한 결연뿐만 아니라, 미군들도 쉽사리 확인되고 접근이 용이한 수용시설들을 구호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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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사회복지시설들이 당시에 외원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었으며,36) 이러한 경향은
외원단체 후원자들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가 컸었던 것으로 보인다.37) 외원기관들
역시 자신들의 후원자나 결연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구호 대상과 활동 방식에서
부터 크게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3>은 당시 외원 기관들의 선호를 적절히 드러내는 것이다. 1964년까지도 대부분의
외원이 시설수용 아동들에게 집중 지원되고 있는데, 1968년에 이르러 약간의 분산이 나타
나지만 금액면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외국민간원조단체 아동복리사업 원조실적표
단위: 시설수(개), 아동수(명), 금액(천원)
기관 합계

종별
아동

CCF, FPP,
Compassion,
WV, USC의
원조실적*

1964
시설수

금액

금액
1,058,880

탁아

21

1,158

20,370

모자

13

930

22,063

거택

-

90,754

394,141

478

141,748

1,495,454

43,921

806,896

아동수
48,906

455

43,921

시설수
444

계

455

아동수

1968

806,896

참고 자료: <보건사회부, 우리나라 아동복리사업, 1969>, 구자헌(1984:265- 267)에서 재참고.
* CCF (대한기독교아동복리회), FPP(양친회), Compassion(컴패션), WV(선명회), USC(캐나다유니테리
안봉사회)가 수행한 종별 원조실적을 각기 합계한 것.

적으로 적극 활용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원)은 하야리아 미군부대 옆에 있었어요. 거기는
우리가 단골이었죠. 미군이 콘센트(조립식 건물) 두 동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등 (관련 녹취록 1, 2,
12번 등).
36 이러한 사실은 또한 노인시설들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았다는 것과, 그로 인해 노인시설들이 운영
을 위해 아동시설을 병행했었어야 했다는 사실들에서도 뒷받침된다. 미국사람들이 아동시설만 도와
주고 양로원은 안 도와줬어요. 고아원에는 결연을 맺어 달러도 보내주고 했는데, 양로원은 그런 게 없
었지요. 52년에 고아원인
자애원이라고 해서, 양로원하고 병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등 (관련 녹취
록 4, 14, 17번 등)
37 구호품을 받는 모습의 아동들이 기뻐하는 모습의 사진이나, 감사의 편지가 외국의 결연자들에게 당시
에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태를 전문적으로 수행했었다는 흔적도 남아 있다. 고아
원 운영자들의 기억들 속에서나, 한국선명회와 같은 외원단체의 지침들 속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
다. 한 달에 아이들이 5불, 10불(결연금) 받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고, 편지 써서 보내야 되요.
미국 후원자한테 카드를 만들어서 보냈더니 참 좋다고 하며, 더 보내면 선전해서 케어박스를 주겠데
요. 그래서 한 천장 그려서 붙쳤거든요. 그랬더니 케어박스가 얼마나 많이 오던지. 등 (관련 녹취록
2, 5, 10번 등). 또한 한국선명회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외원단체들은 고아들이 후원자들에게 보내
는 편지의 문형과 내용, 순서, 시설장의 교정 의무 등과 같은 매우 구체적인 지침들을 적시하고 있었
다 (월드비전, 2001: 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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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용보호는 사회통제적 기능 수행에 유리했으므로, 당시에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기
가 쉬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전쟁 직후에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들에는 집 잃은
유랑민들 혹은 부랑인으로 간주되었던 인구가 도처에 널려있었다. 이들에 대한 거택 구호
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하에서, 이러한 인구의 방치는 곧 사회적 불안 요소로 연결되는
위험 상황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다. 그 결과 구호의 목적에 더해서 한편으로는 사회방어적
측면에서 이들 인구의 강제수용에 대한 조치가 사회적으로 묵시적인 승인이나 지지를 획득
하기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38) 사회복지시설들에서 행해진 수용보호를 통한 사회통제적 기
능은 1960～70년대로 가면서, 규제적 성향이 강한 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다른 기능적 이유
들보다 오히려 강화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39)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당시에는 수용보호를 통한 시설적인 접근이 빈곤문제의 주요
해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회복지는 곧 수용보호라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사회
일반에 인식되게 되었던 계기가 이때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거택구호의 대상자들은 사
회복지의 대상자로서 조차도 인식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국가에 의한 식량 배
급이 국민 일반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한다면, 모든 구호의 대상자가 곧 사회
복지의 대상자가 된다는 인식을 갖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당시 절대빈곤 문제의 만연함과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라는 환경적 조건들, 그리고 그
것을 민간 사회복지조직을 통한 수용보호와 의식주 해결 위주의 접근 방식으로 풀어나갔던
초기 대응전략의 합치점은,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적 근원의 일부를 형성하
고 있다. 이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조직 내·외부의 시각과 의식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현재와 미래의 사회복지의 조직적 기술과 전략들의 선택에 영향력의 일단을 지속적으로 행
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에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에서부터 서비
스의 유형이나 공급 방식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유형별 속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해법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빈곤과 의식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의식(혹
38 부산의 경우에, 00숙과 00원 같은 대규모 부랑인 수용시설들이 1950년대부터 있었으며, 거리의 부랑인
들을 정기적으로 일소하여 수용하는 기능을 행사했었다. 여기에서 수용자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강행하곤 했었다는 기록과 증언들을 근거로 하면 (관련 녹취록 11, 14, 15, 19번 등), 이러한 수용시설
들이 단순히 구호 목적으로만 운영, 존속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39 이 시기에 들어와서, 신문에서는 부랑인 일소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등장한다. 부산에서는 부랑인 수
용에 기여한 공로로 그러한 시설의 운영자들이 포상을 받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부산시내 각 경찰
서는 부랑아 123명을 검거하여 부산시에 인계 (국제신문 61.6,6) 18세 미만의 부랑아 8백명을 수용할
계획. 부산시는 시내를 배외하는 걸인 부랑아를 없이하여 명랑한 거리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국제신
문 61.9.7) 이와 같은 기사가 61년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오고,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주요한 사회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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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의식)에 함몰되는 성향을 나타낸다. 비록 수용보호라는 형식 전략은 퇴조해 왔지만,
그것을 통해 의도해왔던 저차원적 욕구 해법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로 인해 민간 조직이 중심이 되어 행해지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고차원
의 욕구에 근거한 개별화된 서비스나 예방적 문제 분야들에 대한 관심으로 전이(轉移)하는
것을 용의치 않게 만든다.40)
이러한 경향은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자원 확보 방식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빈
곤을 팔아서, 자선을 구하는 초기 대응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41) 빈곤하지
않은 대상( deserved poor 가 아닌)을 표적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제공할 서비스의 자원 확보 방법에 이르기까지, 민
간 사회복지조직들이 상당한 무능력함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초기 역사를 겪
지 않고 근래에 등장한 시민단체/이해집단과 같은 조직들이, 고차원의 자원수급 관계를 실
행하는데 보다 유리한 조직 마인드와 기술을 보유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으로 추
정된다.

3. 지역사회 외부 자원에의 의존성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은 대부분 정부보조와 같은 공공의 후원에 의존하는 경향
이 높다.42) 지역사회에 위치한 민간 사회복지조직으로서는, 정부보조 자원은 지역사회 외부
자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원의존(resource dependence) 이론에 의하면, 한 조직의 외부자
원이 조직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조직은 그 외부자원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
40 이러한 조직의 문화적 유전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조직 내·외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영향을 줄 수 있
다. 예를 들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과 보조금 지침들에서 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절대빈곤자에 둔다든지, 사회복지사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측이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갖는 인식을 통
해서, 혹은 조직내 리더쉽 인력의 빈곤문제 중심 가치관을 통해 영향의 일단들이 행사된다.
41 시설 수용자들의 곤궁함을 보이고, 자선을 유도하는 서신과 홍보를 통해서 초기의 사회복지조직들은
상당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카드작성, 편지쓰기 요령 등이 선명회의 기록(월드비전, 2001:
269- 270)에 남아있고, 시설설립자들의 인터뷰에서도 초기 자원확보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곤궁함을
나타내서, 자선을 자극하는 그러한 전략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음을 드러낸다(관련 녹취록 1, 4, 6번).
정부보조 자원으로 대체되기 이전까지의 외원 철수에서 민간결연으로의 부분 대체기에도 역시 이러한
전략이 주가 되었으며(국제신문 62.1.5, 기사 외 다수), 현재까지도 사회복지시설들의 민간후원을 구하
는 주요 전략으로 쓰인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같은 대의(cause)는 여전히 이론적인 이야기로 치부
되고 있다.
42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재원을 1992년과 1999년에 비교 분석한 연구(김영종, 2002)에서, 생활시설의 경
우 정부보조의 평균이 70～90%, 민간후원 5～20%, 이용료 및 기타 0～10% 정도로 나타난다. 이용시
설의 경우는 정부보조가 평균 40～55%, 민간후원이 10～25%, 이용료 수입이 15～40%, 기타가 0～
15% 정도를 차지한다. 동 연구에서는 또한 정부보조의 비중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서 공히 늘어나
는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

- 50 -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역사적 연구：1950~70년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으로 설명된다 (Pfeffer & Salancik, 1978). 이는 현재 우리 지역 사회복지조직들이 지역사
회 외부의 통제권에 놓여 있음을 짐작케 하고, 지역사회중심(community- centered)의 사회
복지서비스 모델을 실행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저항이 있을 것임을 예상케 한다.
한국의 사회복지조직들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 외부 통제라는 현상은, 현재적 상황과의
적합성 여부만으로 이해되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 역시 한국전
쟁을 전후해서 조직들의 초기 형성기에 이미 배태되었던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행태적 특성
의 일환인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외원에 의해 설립, 운영되었으며, 그로 인해 외원이라는
비지역사회적 자원에 뿌리 깊게 의존되어 왔다는 점이, 사회복지조직들의 지역사회적 자생
력을 제한하였다는 점은 명백하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외원이 정부자원으로 대체되었으나,
그것 역시 지역사회 외부자원으로 사회복지조직들의 각인된 비지역성은 온전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1950～7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사회복지시설들은 대부분 외원에 의존
해서 운영되었으며, 혹은 보다 적극적으로 외원 환경을 염두에 두고서 의도적으로 설립된
경우도 적지 않다.43) 당시 사회전반적인 빈곤 현상하에서도 유독 외원만은 풍요 현상을 보
였으며,44) 이러한 외원의 존재는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설립과 운영의 전제 조건처럼 되
기도 했었다. 부산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유독 고아원들의 난립 현상이 당시에 일어났던
것도, 고아원을 선호하였던 외원에 사회복지시설들이 종속 반응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
이다.
외원은 지역사회적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지역사회 외부의 자원이 자
선이나 선교와 같은 지역사회 외부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던 것이다. 특히
초기의 외원은 선교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활용한 흔적이 강하게 나타
나고 있으며,45) 그 결과 이들이 지역사회의 욕구에 대한 확인이나 우선순위 설정 등에 역
43 당시 고아원이 갑자기 많이 생긴 이유는 일단 아이들을 모아 놓고 천막을 쳤더니 미국에서 깡통도 갖
다 주고, 밀가루, 옷도 갖다주더라. 또 고아사업이 우선 좋은 일이고, 그 일을 하면 밥 먹고 살 수 있
으니 좋은 것 아니냐면서 시작을 했지 등 (관련 녹취록 9, 11, 19번 등)
44 당시 시설에서는 코 큰 애들(외국인) 하나만 잡으면 봉 잡았다고 할 때였거든. 트럭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실어온 거예요. 나중에는 다 못 먹겠는 거예요. 외원단체에서 양식을 너무 많이 주니까 창고에
쌓아 놓은 쌀이 밑에서 썩고, 아는 사람들을 시켜서 밖에 내다 팔고 했어요 등 (관련 녹취록 1, 2, 4,
6, 9번 등)
45 구한말에서 현재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바 있는 147개 외원단체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76.9%의 단체들
이 종교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고, 1955년의 경우 인력구성에서 단체당 평균 5.8명의 종교인이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1978년 55%의 외원단체들이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고, 현금도입액 가운데 선
교비 지출이 50%가 넘는 단체들도 8개 단체나 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활동한 외원단체 가운데 적어
도 50% 이상, 많게는 75%의 단체들이 선교단체였다고 할 수 있다(최원규, 1996), 1953년부터 1987년
까지 선명회의 사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현금 사업비 84,902,919 달러 중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위한 수양관 운영에 든 경비만 해도 44,740,103 달러로 전체의 5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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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당시 한국사회의 공통적인 빈곤문제를
의식주 해법으로 대응했던 수용시설들로서도, 지역사회적 연관이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지역사회 중심적 조직이 되어야 할 이유는 크게 없었다. 또한 지역사회 외부에 소재하면서
조직 유지에 치명적인 중요성을 가진 자원이었던 외원들 역시, 선교와 자선의 대상 기관으
로서만 이들 조직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서비스 모델이 특
별히 권장되었으리라 보기 힘들다.46)
사회복지조직들의 외원에 대한 의존성은 70년대 들어 외원 철수가 가시화되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의존 자원에 대한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맥락을 사회복지시설들의
년도별 재원구성표를 통해서 파악해 보자면, <표 4>와 같다.47) 여기에서, 1964년까지도
영·육아시설 전체 재원에서 외원보조의 비중이 82.9%나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 연도별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재원 구성표 (단위: 천원)
연도

1964

1978

1982

64개

42개

44개

수용인원

7,639명

6,302명

3,505명

외원단체 결연인원

4,845명

3,805명

-

항목
아동복지시설 수

재 원
구성

국고보조

10,621 ( 6.2%)

614,020 (58.5%)

891,451 (52.4%)

외원보조

140,813 (82.9%)

198,556 (18.9%)

156,279 ( 9.2%)

자체수입

6,545 ( 3.9%)

171,677 (16.4%)

226,109 (13.3%)

기타수입

11,864 ( 7.0%)

64,803 ( 6.2%)

425,976 (25.1%)

총계

169,845 (100%)

1,049,058 (100%)

1,699,815 (100%)

자료：[한국사회복지부산시연합회]의 후생시설현황표(1964); 아동복리시설현황카드(1978); 복지시설현
황카드(1983)를 참고. 이들 자료에서 영·육아시설(장애아시설 제외)들만을 분리해서 합을 구한 것.

업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자료 참고: <한국선명회, 1993>).
46 한국선명회는 1950년대 고아원 시설구호 사업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모금
한 돈을 한국 안에 있는 선교기관을 통해 통해 지급하였으나 이런 방법의 한계를 알고는 정책을 바꿔
현재 운영중인 고아원을 확충하거나 새로운 고아원을 신축하고는 그것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기
독교 기관에 넘겨, 다만 필요한 자금을 대주는 정책을 썼다 (한국선명회, 1993). 이로 인해 외원의 지
원을 받는 대부분의 시설들이나 시설연합회에서 기독교적 행태를 나타내는 것은 필수였다. 50～60
년대 (사회복지 관련) 전국 모임이든지, 어떤 사회복지 모임이든지 (진행 순서 중) 1부가 예배였어요.
1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2부에 회의를 했어요. (녹취록 14번).
47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장부를 보듯 시설의 재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자료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통틀어 위의 세 자료가 지금까지는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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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50년대를 포함하여 그 이전까지 사회복지시설들이 외원 혹은 외원단체에 어느 정
도로 깊숙이 의존되어 왔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1960년대 중반까지도 외원단체의 지원
없이는 시설운영이 불가능했음을 보여주고, 한편으로 외원을 토대로 한국 사회복지조직이
생성되고 발달하였음을 유추케 하는 것이다.
1964년도에 국고보조가 6.2%에 그쳤다는 것은, 제3공화국의 일선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지원 강화 조치들이 단지 권위주의적 정부의 행정적인 관리와 통제의 차원에 그쳤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을 정비하고, 부랑아와
걸인들의 시설수용을 강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또한 시설과 시설수용자들에 대한 결연 운
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의 시설 지원 정책도 함께 펼쳤지만, 그것이 시설 운영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던 것이 1978년도에 들면, 자료에서처럼 재원 구성의 역전 현상이 있음을 볼 수 있
다. 시설들의 재원구성에서 국고보조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외원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4배 이상 크게 줄었다. 1964년도에 비교해서 외원이 절대 금액면에서는 여전히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지만, 당시 높은 인플레와 물가지수의 상승을 고려하면 이미 실질적인 가치는
감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82년도에는 외원 비중의 큰 폭 하락과 절대 금액의
감소까지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연쇄
적 성공과 이로 인해 늘어난 정부의 재정이 이때쯤에는 사회복지계로 이전되기 시작했었다
는 것과,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외원단체의 철수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들에 대한 지역사회 외부의 통제는 외원이 종결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
다. 1980년대 들어서는 외원의 중단으로 인한 부족분을 정부보조가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하고,48) 1990년대 이후에는 정부 자원에 의한 실질적인 대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
한 기간 중에 지역사회조직을 통한 민간후원 모델(시설수용자들에 대한 지역주민의 결연)
이 몇 차례 강조되기는 했으나, 지속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
지도 국가 세금을 통한 재원의 확보와 정부보조를 통한 공적 자원수급 체계에 의해서 대부
분의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영종, 2003).
48 정부보조는 1950년대부터 있어왔지만, 보조의 수준은 외원에 비해 극히 미미했었다고 보여진다. 60년
대 들어서는 군사정권의 권위를 등에 업고 민족 자존에 호소하여 시설수용자들에 대한 민간결연을 강
조 혹은 강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은 80년대 초
반까지도 계속되다가, 80년대 중반 무렵에야 비로소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도 본격적으로 책정되
기 시작하는 등의 직접적인 정부자원 이전 전략으로 대체된다. 그래서 상당수 시설운영자들은 이 때
에야 정부의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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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사회복지조직들은 여전히 지역사회 외부 자원에 의존해 있으면서, 지역사회내
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적 접근에 무심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래에 들어 무수히 제기되었던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문제, 예를 들어 각종 지역사회 문
제에 대한 조직의 참여나 시설개방, 이사회 등의 개방을 통한 지역사회 영향력의 유입 확
대, 그 결과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교류와 연계/통합을 꾀하려는 시도 등이 사회복지조직들
에서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것 역시 이들 조직의 초기 과정에서 배
태되었던 외원이라는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오늘에도 정부자원이라는 또 다른 외부자
원에 의해 대치, 유지되어 왔던 역사적 맥락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4. 조직의 사유화와 폐쇄적 조직 문화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대표적 특성 중 하나로 사회복지시설 혹은 법인의 사유화를 들 수
있다. 앞서 제시된 다른 어떤 특성들보다도, 이 부분이야말로 그 역사적 형성 맥락을 도외
시하고는 적절히 파악, 이해되기 힘든 것이다. 초기 사회복지조직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외원의 홍수 속에서 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던 배경에는 설립자의 개인사업적 성향
이 강하게 작용했던 경우가 많았음이 발견된다.49) 그러한 맥락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상당
49 시설 설립이나 인수 과정과 시설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 개인사업적인 성향이 강했음을 나타내는 정황
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시설 인수와 관련해서 금전 거래가 성행했음에 대한 자연스런 증언들은 (녹
취록 9번, 11번, 19번 등)에서 쉽게 드러난다. 시설운영을 위한 재원 수급과정은 거래적 관계 와 구
호금품의 전용으로 대표된다. 당시 시설을 설립 운영했던 상당수가 외원단체 관련자와 시 공무원들
과 거래적 관계 를 맺었다는 것과, 외원보조로 들어온 구호금품을 이들이 전용했었다는 것이다. 거
래적 관계 와 구호금품의 전용의 동기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대부분 이를 시설 운영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수용자들을 위해 필요한 물자 확보를 위해 취했던 불가항력적인
행위이자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었다고 합리화 한다. 그럼에도 동기야 어떻든 사실 관계만을 놓고 볼
때는, 그것들은 명백히 개인사업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진 거래 와 전용이었음은 명백하다. 외원단체
에 사례를 안하면 다음부터 (외원보조) 신청서를 안 받아줍니다. 근데 경찰이 냄새를 맡고, 신문기자
가 냄새 맡고 오면, 그들한테도 사례를 해야합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없지요. (녹취록 4번), 제가
세계000봉사회에 가서 사기를 놓습니다. 식구가 200여명이라고 사기 놓으면, 거기서 추가양식이 나옵
니다. 그렇게 밀가루 50포대 받을 걸 100포대 받아서 나머지 50포대를 팝니다. 그리고 그 쪽에 사례를
해야합니다. 그 때는 거짓말도 잘해야 아이들을 먹여 살렸어요. (녹취록 5번), (관련자에게) 와이루를
줘야 합니다. 돈 잘 갔다 주는 집(시설)에는 두 세 달치 돈을 주고, 밉보이는 집에는 그동안 잘 오던
돈도 미루거나 안 주고 그랬어요. (녹취록 6번), 각 시설마다 구제품을 팔아서 돈 만들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 또 상납 아닌 상납하는 사람도 있었고. (녹취록 14번), 국제시장 안에 000연합회 이름으
로 점포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거기서 구제품을 팔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팔아서 반반씩 나누는 조
건으로 해서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었지. 00단체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소개
비를 받아 챙겼지. 000,
같은 데는 숫자가 엄청 많으니까 그런 일이 많았지 (녹취록 15번), 구
제품 파는 것 때문에 항상 경찰하고 연관을 안 할 수가 없었지. 경찰한테도 떼줘야(사례를 해야) 했
지. (녹취록 16번), 내가 70년도에 0구청에 있으면서 00숙(부랑아 시설)을 감독할 때인데, 수용인원을
무조건 한 달에 10명씩 줄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온갖 회유와 돈 뭉치를 갖다 주고 그러든데, 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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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사회복지법인이 개인이나 가족의 소유로 세습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사
회복지법인에 대한 매매까지도 음성적으로는 가능한 것이 사실로 되어있다. 아직까지도 사
회복지법인 혹은 시설은 거의 붙어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인이 곧 시설이
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사회복지시설들에서는 잔존하는 것처럼 보인다.50)
사회복지조직들의 초기 형성과정에서, 정부가 이러한 사유화에 제동 걸기를 시도한 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950년대에 이미 재단법인화에 대한 요구는 있었으며,
1970년의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과 동시에 사회복지법인화를 반강제화하다시피 했었던 적
도 있었다.51)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록들에서 보면, 1950년대 후반에 재단법인으로 등
록한 시설들이 많았으며52), 이 때도 상당 수 시설들은 법인 등록을 주저했다는 정황이 발
견된다.53) 사회복지시설을 개인사업(personal business)으로 생각했었던 당시 주체들의 상
황에서는 충분히 주저될 수 있었던 경우이다.
이 시점에서 상당수의 개인 시설들이 사업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으로 보이
며54) , 그럼에도 등록을 시도했던 설립자들은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또 한번 크게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시설 혹은
돌려주고 무조건 줄이라고 했지. (녹취록 17번).
50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던 1970년도에는,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규정의 대부분을 법인에 대한 규정
으로 할양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1997년의 (신)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전후해서야, 법인보다는 시설 중심
의 조직 개념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1970년 제정 당시 총 29개 조문 가운데, 총칙과 선언적 규정
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15개 조문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정이었다. 시설관련 조문은 단
2개뿐이었다. 이로 미루어, 당시에는 법인과 시설의 개념은 명확한 구분이 필요치 않을 만큼 불가분의 관
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사회복지사업법(2002.12)에서도 벌칙까지를 포함한 총
56조문 가운데 약 30% 가량인 16조문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정에 할당하고 있다.
51 1952년 4월 사회부장관 통첩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에 관한 건 에서 시설을 운
영할 재단법인의 설립기준으로서 기본재산을 부동산 1억원(화폐개혁 전), 운영자금을 동산 3천만원으
로 정한 바 있고, 그해 10월에 사회부장관훈령으로 발표된 후생시설 운영요령의 제2장에 따르면, 국
가, 특별시, 도, 시, 읍, 면 이외의 자가 후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재단법인 설립을 필한 후 특별시
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것을 요건으로서 규정하였다 (구자헌, 1984:203- 204).
52 당시 시설을 보유하고 있던 주체들이 재단법인화를 위해 재산을 출연하는 과정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신규시설의 설치가 적어 사회복지법인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모자원의
경우에, 현존하는 모자원(N=21)의 시설설치년도 최빈치는 1954년이며, 법인설치년의 최빈치는 1957년
으로 되어있다. 대개의 경우 시설설치년도는 등록을 한 시점을 말하는데, 실제로 시설을 시작한 경우
는 이보다 조금 앞설 것이다. 아동시설(N=313)의 시설설치 최빈치는 1952년이다. 장애인시설은 최근에
많이 시설설치가 많이 늘어났으므로, 시설설치는 1990년, 법인설치는 1957년도가 최빈치로 나타난다
(법인설치 중앙값은 1959년). 이들 시설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바꾸는 경우와 추가 시설을
동일 법인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뜻한다. 자료 참고: <김영종, 2003>.
53 일반적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북 출신 고아원 원장들)이 법인 같은 걸 굳이 할 생각도 안하고 그냥
했지요. 등 (녹취록 4, 14, 15번 등).
54 특히 난립되었던 고아원들에서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인 설립 안하고 (고아원)을 그만
둔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 고아원의 반은 되었을 겁니다. 등 (관련 녹취록 4, 11, 15번 등)

- 55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0호

법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화의 시도로서 인식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55) 따라서,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한다면,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은 그나마 당시로서도 가장 최소한으로 사
유화된 법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법인들에서조차 여전히
사유화의 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현대적 사회복지조직의 형성 초기
에 사유화의 개념이 얼마나 확산되어 있었는지를 명확히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사회복지조직의 사유화는 시설의 운영주체가 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와
세습을 통해서 가능하다. 비록 정부보조와 같은 외부자원에 의존되어 있어 그에 따른 지배
적인 영향력에 종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직의 사유화는 지역사회중심 조직으로서의 지향
을 여전히 완강하게 가로막고 있는 부분으로 남아있다. 그로 인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역
사회적 자원수급 체계의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중심적 사회복지서비스의 모델을 구축하려
는 사회적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조직의 사유화는 사회복지조직의 문화를 폐쇄적으로 만드는데도 일조했다. 사유화의 개
념에서는 시설이라는 사회복지조직이 사유재산의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었고, 소유 주체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의 방어와 행사를 위해서 개방보다는 폐쇄적인 행태를 은연히 선호하였
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다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당시 사회의 암묵적인 요구 역시 폐
쇄적인 성향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1980년대까지도 걷히지 않고 있었던
부랑인 보호 시설들의 담장에 쳐져 있던 철조망이 이를 단적으로 상징했다.
당시까지의 사회는 막대한 규모의 빈곤 관련 인구들을 비용경제적, 사회통제적 목적하에
서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재활이 아닌 격리수용 모델을 채택하였었다.56) 그 과정에서 사
회복지시설들이 유용한 사회문제 해결('push'된 인구의 일반사회로부터의 격리)의 도구로서
간주되었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사유화 진행의 방치 내지는 적극적인 방조가 가능했을 수
있다.57) 이것은 일반사회와 사회복지시설간에 이루어졌던 일종의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를
55 사회복지법인을 할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 재산 빼앗긴다 해서 조금 머리가 트인 사람은 국가에
재산을 헌납하는 거니까 아예 시설을 그만 두고 재산 팔아서 미국으로 가신 분들 많아요. 등 (관련
녹취록 5, 11, 15번 등)
56 앞서 2. 3의 설명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여기에서 채택이란 일종의 묵시적 허용 혹은 적극적 방조를
의미하는 사회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며, 그로 인
해 당시 사회의 정황적 증거를 통해 추정될 수밖에 없다.
57 1987년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민주화와 인권 운동으로 인해, 일반사회적 관심과 관
점이 민주와 인권으로 극적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종의 사회복지시설과 일반사회와의 야
합관계는 순기능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회적 가치와 패러다임의 전
환(paradigm shift)이 이루어졌던 1987년 이후에야 수용시설들에 대한 인권탄압과 부조리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60～70년대에도 수용시설들의 문제가 불거져 나왔던 적은 많았으나, 대부분은
공금횡령과 같은 운영비리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졌지, 시설의 폐쇄성과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적
극적인 문제제기는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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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이다. 폐쇄성에 대한 사회적 방조는, 시설 주체들의 사유화에 대한 선호와 적절
히 부합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초기 형성기의 사회복지조직들은 일반사회 및 지역사회와 격리된 채, 폐쇄적
인 조직 문화를 구축해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복지조직들의 사유화와 폐쇄화는 지역사
회적 차원의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기획을 어렵게 한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의 문제로서 서비스 중복이나 결여, 남용 등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사회 조직들간의
서비스 연계나 통합, 혹은 조직들간 네트웍 구성도 그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폐쇄적인 소유 형태를 띠는 서비스 조직들
로 인한 문제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58) 조직의 사유화와 폐쇄화라는 전통적인 맥락에서
는, 지역사회의 공통된 문제 해결을 위한 연합보다는, 한정된 외부자원에 대한 경쟁이라는
행태가 보다 자연스런 의식으로 남아있다.
이상과 같은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초기 형성기에서 배태된 특성들은 제도 이론
(institutional theory)에 의한 다양한 확산 경로를 거쳐서, 현재까지도 전이되어 오고 있
다.59) 비록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주요 법/제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복지조직의 행태
변화를 다양하게 꾀해오고 있으나,60) 그것은 외형적인 변화로서 가능한 부분에 한정되기
58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서는, 지역사회재활, 탈시설화와 같은 서비스 전략들이 조직에 내재화되는 것조차
방해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사유화되고 폐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시설들에서는, 시설을 소유하는 시
설 운영자가 클라이언트는 곧 자원 확보의 수단 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남아있다. 이런 경우는 관료
제적인 병폐 현상도 유발하는데, 즉, 동일한 자원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외원 당시에는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무관하게 일인당 월 5내지 10달러, 정부미 3홉 정도였다고 함), 다루기 어려운 중증 문제를 가
진 클라이언트보다 경증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선호하게 되는데, 그것이 조직의 재정관리에도 유
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의 효과성을 과시하는데도 경증 클라이언트가 유리하다고 보
는 것이다. 00불구원(1965년 설립)을 처음 운영할 때, 일단은 육아시설에 있는 장애자들을 발굴해서
보내줘서 운영이 되었지. 그 때는 육아시설에서 모든 애들을 다 데리고 있었어. 장애아든, 고아든, 기
아, 미아든 다 육아시설에서 수용을 해버렸지. 근데 육아시설 원장들 생각 자체가 애들을 하나라도 더
데리고 있으려고 했지. 인원을 하나라도 더 늘려야 자기네들이 운영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정상인 애
들은 안 보내주는 거야. 진짜 중증장애인들, 즉 자기들이 보살필 수 없는 완전히 죽음 직전의 애들만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시설 초창기에는 죽는 애들도 많았어. 등 (녹취록 13, 15번 등).
59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을 통해 기존 사회복지시설들의 외양에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틀을 갖추
게 되고, 현재까지도 사회복지법인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조직(시설)의 지배구조(governing body)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이 갖는 가치와 이념과 같은 요소들이 사회복지조직의 실질적인
행태를 규정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60 1970.1월 제정 당시에서 13년후인 1983.5월에 1차 개정시까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사회복지법인에
한정해서 허가해 주는 형태로 있었다. 이후에 1997.8월의 전문개정을 통해서 개인이나 단체에도 시설
설치를 허용하면서 신고제로 바뀌게 되기 전까지는, 법인(1983년 이후 비사회복지법인도 포함)에 한정
해서 시설설치가 허가되는 것은 계속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변화 내용을 근거로 사회복지조직
의 행태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영종, 200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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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경험적으로 통제될 수 없으면서도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는 조직 문화와 같은 부분에
서는, 여전히 초기에 배태된 일종의 조직 유전자들의 영향력이 작동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시대적 상황과 환경적 요구에 따라 도태 혹은 변형되어 왔겠지만, 그럼에도 그
원형적 맥락은 온전히 연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로 인해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현재
와 미래적 행태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연적이 되고 있다.

Ⅴ. 결론 및 함의
대부분의 역사적 연구에서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특히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역사적 연구
에서 사료의 제한성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난다. 그로 인한 많은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조직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추적해 봄으로서 자칫 간과되어 역
사에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사실들을 끄집어 낼 수 있었다는 것을 나름대로의 의의라 본
다. 또한 사회복지의 일반적인 역사를 추정하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사회복지조직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현대적 사회복지의 출현을 조명해 볼 수 있었다는 것도 본 연구
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을 직후한 195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는, 한국의 사회복지조
직들이 태동하던 시기였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들에서 나타나는 행태적 성
향의 근원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태동했던 당시의 상황을 적절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도 민간 조직들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주된 공급자를 형성하고 있
다는 점, 절대 빈곤이라는 저차원적인 욕구에 민간 서비스조직들이 마치 죄의식(guilty
feeling)과도 같은 감정을 보유한다는 점, 부적절하리만큼 과도한 사유화와 폐쇄적 조직 문
화, 그로 인해 지역사회중심적인 사회복지조직으로의 전이가 어렵다는 점 등은 과거와의
맥락 하에서 조명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제를 부산이라는 특정 지역을 두고서 설명해 보았다. 비록 한국 사
회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설명으로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당시의 사회복지적 환경이 부산
만의 독특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한국 사회복지의 초기 형성기에 있어서 부
산이 중심 무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구 자료의 지역성으로 인한
일반화 제약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한정된 지역 범위에서 환경과 행
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을 깊이 있게 묘사할 수 있는 본 연구 방법의 장점은, 후속 연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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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강조될 수 있다.
한편, 연구의 한계와 그로 인한 후속 과제도 명백히 남아있다. 본 연구의 대표적인 한계
는, 연구 주제가 지닌 포괄성에 비해 연구 자료들은 지엽성을 띠는 격차(gab)가 있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자료들은 대부분 특정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민간 사회복지조직, 특히
오래된 생활시설 중심의 조직들을 중심으로 도출되었다. 일종의 선별적 생존 사료의 문제
이며, 지역적 사료 샘플링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특수한 사회복지조직 행태
의 발달 과정을 포함하는데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 예를 들어, 외원단체의 성격이 변화해
서 발전하게 된 법인이나 시설들, 국책사업 등에 포함되어 일찌감치 공익성을 강화하게 되
었던 단체나 시설 등은 본 연구의 샘플링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이다. 비록 그것이
본 연구의 설명들을 부인할 만큼의 수적인 대표성을 갖지는 않더라도, 그에 따른 한계는
재해석과 추가 설명의 여지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작금의 사회복지조직들의 행태는 태동기의 시
대적 상황에서 형성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그것은 제도적 측면의 문제만으로 혹은 행위자
들의 잘못만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시대적 상황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드러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만 보다 분명히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의 역사적 맥
락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은, 그러한 맥락하에서만 현재 조직들의 행태적 특성도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사회복지조직들을 적절히 제어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
달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에 요구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조직들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가 새삼 중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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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istorical Study
On Formation Process of Korea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Busan Province, The Period of the 1950s～1970s.
Kim, Young Jong
(Ph.D, Professor, KyungSung University)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behavioral prototypes found in Korea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which were supposed to be molded by the 1950s thru 1970s when Korean
War occurred and its impact had been prolonged after. The geopolitical importance of
Busan province by that period was also emphasized. It includes massive needs of social
welfare services derived by Korean War in 1950, formation of foreign aids, existence of
various groups who had owned mind and knowledge about 'institutional assistance' to
the needy.

All of these conditions were given to Busan by then, so Busan has

historical meaning of birth place of modern Korea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Behavioral prototypes of Korea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describ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dominance of civil organizations in social welfare services, 2)
supremacy of poverty-related problems and residential care technology, 3) dependence to
externally controlled resources, 4) private ownership and closed- system culture. These
behavioral factors were formed by the periods 1950s thru 1970s, when is defined by this
study to be the formation time of modern Korean social welfare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hrough their historial contexts. They are kinds of 'organization's
cultural genes', after all.
key words: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gency, Busan, history, foreign- aid, qualitativ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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