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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역형 복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사회복지사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지역형 복지 구축의 한 형태로서 사회복지관의 자주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
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지역형 복지 구축의 당위성을 살펴보고 사회복지관이 수행하고 있
는 기능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관은 공공성을 지녔지만 전국의 사회복지관이 동형화 되어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유일한 법적 전달체계라는 점에서 자주적 기능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의 자주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완성
을 높이고, 긴급성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재량성을 강화하며, 지역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창의성을 갖
출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관이 지역형 공공사회복지관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
원과 추가인력 배치, 통합사례관리 센터로서 역할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핵심어 : 지역형 복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무, 자주적 기능, 사회복지사업법

Abstract
Local welfare refers to social welfare tasks that reflect the traits of and are unique to a region. This
study aimed to explore ways to strengthen the independent functions of social welfare centers as a means
of promoting local welfare. To that end,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appropriateness of recognizing local
welfare and the roles that social welfare centers perform. Results showed that, since social welfare centers
were public by nature, all of the centers in the country were standardized and failed to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 independent functions of social welfare centers were guaranteed, being the only
legal entity that supports local welfare based o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Therefore, this study
Received (April 18, 2017), Review Result (May 2, 2017)
Accepted (May 11, 2017), Published (July 31, 2017)
1

Professor of Social Welfare, Chungwoon University, 25, Daehak-gil, Hongseong-eup, Hongseong-gun,
Chungcheongnam-do, Korea
email: kbkim@chungwoon.ac.kr
* 이 논문은 201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가 주최한 2016년 제2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관 복지
포럼에서 ‘인천형 복지 구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자주적 기능 강화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한 내용
을 수정·보완한 것임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 2017 HSST

537

A Plan to Strengthen the Independent Functions of Social Welfare Centers to Promote Local Welfare

proposes that,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dependent functions of social welfare centers, they should
enhance subsidies due to their public nature, discretion based on their emergency measures, and creativity
so as to demonstrate local characteristic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current social welfare centers should
be changed to local welfare-oriented public social welfare centers, be supported by local governments
regarding budget and additional staffing, and serve as integrated case management centers.
Keywords : local welfare, social welfare centers, social welfare tasks, independent functions, Social
Welfare Services Act

1.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지역사회복지’라는 공식적인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보다
는 ‘서울형 복지’, ‘인천형 복지’ 등의 명칭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별도의 지역형 복지체계를 구축하
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용어는 정치적 수사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지역형 복지체계의 표방은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모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지역사회복지의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벌어진 복지 디폴트(default) 선언에서
도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사회복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재원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진
정한 의미의 지역사회복지라기보다는 국가 사회복지사무의 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형 복지는 국가의 사회복지사무와는 다른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해당 지
역만이 가지는 사회복지사무이며,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전개하는 사회복지사
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형 복지는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특성화된 지역복지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사회복지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형 복지의
구축은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게 하는 추동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
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
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1]. 이처럼 사회복지관은 지역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인 유일한 전달체계라는 점에서 지역형 복지를 실현하는데 가장 최적화
된 법적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2], 3대 기능 10개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사
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는[3] 자주적 기능
을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관이 목적과 원칙, 사업내용, 조직체라는 모든 정체성의 측면에서
동형화되어[4][5] 사회복지관의 자주적 기능이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
역형 복지 구축의 한 형태로서 사회복지관의 자주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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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형 복지 구축의 당위성[6-8]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복지의 관심은 지방자치제도 부활과 함께 증폭되었다. 1991년 지방의회를
재구성하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되었고,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으로 비롯된

‘지방분권’ 정책 시행으로 질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지방분권’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8년 2
월 29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을 바꾸어 추진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

5월 28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두 법률
을 통합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지방분권은 더욱 가속화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전략의 특성은 지역사회복지와의 관련이 깊어 그 기
대를 높이는 제도적 환경으로 작용해 주고 있다.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
지를 말한다[9].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지역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를 지역사회
복지라는 범위에 포함시켜왔다. 하지만 최근에 벌어진 ‘복지 디폴트(default)선언’을 계기로 지역사
회복지를 다시 재정립하게 되었다. 지역적 차원에서 전개된 ‘복지 디폴트 선언’은 국가의 사회복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재원을 부담하게 하는데서 오는 논란으로 지역사회복지라기보다는
국가의 사회복지사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획
일적으로 사회복지가 제공되어 왔고, 제공자 중심의 규격화된 사회복지비스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적 서비스가 보장되지 못해 사회적 욕구에 즉시 대응할 수 없었으며, 지역특성에 맞
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복지란 국가의 사회복지사무를 지역적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
이 아닌 국가의 사회복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에만 적용되는 사회복지로서
자주적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형 복지는 국가의 사회복지 사무와는 다른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사회복지 사무이며, 이를 위해 각 지역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전개하는
사회복지 사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형 복지는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
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 나아가 지방주권의 정신을 담은 사회복지로서 지역의 자주적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 2017 HSST

539

A Plan to Strengthen the Independent Functions of Social Welfare Centers to Promote Local Welfare

3. 사회복지관의 기능 진단
3.1 사회복지관의 공공성
최근에는 사회복지관을 민간 사회복지주체로 보지 않고 정부 주도에 의해 설립되어 제도화되고
확대된 공공성이 강한 복지전달체계로 인식하고 있다[4][5][10].
우선 김영종[4]은 사회복지관의 공공성을 명칭 사용에서 찾는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관’이라
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때는 1964년 목포사회복지관 설치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목포시가 USC(캐나다유니테리안봉사회)와 노한협회라는 외원기관이 기획한 정부 협력(장차 정부
책임)의 취지에 호응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기에 사회복지관은 정부로부터의 공적인 사
회적 재가를 전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후 사회복지관 명칭이 붙은 시설들은 어떤
형태이든 공공의 재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 되었다고 한다. 기존 기독교사회관들도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을 수여받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의 법제도적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명칭도 사회복
지관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
양난주[5]는 사회복지관이 법률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찾고 있
다. 198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소유권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정부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점과 정부가 정한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맞추어 사회복지관 사
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관의 공공성을 주장한다.
대법원 판례(대판 1994. 12. 9, 94다22859; 대판 1996. 4. 26, 95다20348; 대판 2006. 12. 7, 2004다

29736)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해당 시설의 관리안내, 사업안내, 운영관련 업무
처리 안내 등의 형태로 된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및 서비스 업무가 수행되고 있고, 임금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서 지급받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
지시설 종사자의 근로를 사용·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1]. 즉, 사회복지관은 관련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보조금에 의해 종사자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
도하고 감독하는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관은 설립주체와 상관없이 공공성을 지닌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존재하고
있다.

3.2 기존의 사회복지관 정체성 논의와 그 해법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부터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근거에 편입되면서 제반
조직 운영과 사업이 각종 정부 조직과 규제 하에서 작동되게 되었다[4]. 이러한 법제도적 정체성의
확립으로 인해 사회복지관은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관이 목적과 원칙, 사업내용, 조직체라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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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의 측면에서 동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4][5].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1990년대 후반 대안적 사회복지서비스 시설들의 급속한 등
장으로 제기된다[4]. 이 때 제시된 해법들은 학자들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4][5].
첫째, 종합사회복지관의 대도시 집중화에 따른 심한 경쟁 현상, 단종 사회복지관(노인, 장애인복
지관 등)과 주민자치센터의 수적 증가로 인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및 위상 약화 이유 등을 근
거로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을 단종(전문)복지관으로 사업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관의 핵심적인 기능이 서비스 전달기능과 유지관리기능에 있다고 보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책임감 있게 전달하는 것이 사회복지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사
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란 소비자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라며 이를 위해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변화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관의 위기는 지역사회문제 해결능력을 강화하는 핵심 사업이 약화된 데서 기인한
다고 진단하고, 정부에 대한 종속성, 자율성 보장이 되지 않는 상의하달식 행정체계 등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다.
넷째,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네트워크센터 역할로서 사회복지관이 직접 서비스 공급 역할보다는
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실제로 2012년 사회복지사업
법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사례관리 기능(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목적에 의거)을 앞세워 사회복
지관의 정체성 활로를 찾으려 했다.
이외에도 많은 경우가 사회복지관의 기능전환(특성화된 기능을 위한 전문화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고민은 [표 1]과 같이 사회복지관 사업의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4
년부터는 훈령으로 되어 있던 사회복지관 6대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포함시키면서 5대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2013년부터는 사업을 기능으로 전환하여 3대기능으로 전환시켜 정체성 확보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4].
[표 1] 사회복지관사업의 변화
[Table 1] Changes in the Social Welfare Center Services

연도

1989년～2004년

2004년～2012년

2013년～현재

사업분류

6대사업
31개 단위사업

5대 사업
22개 단위사업

3대 기능

사업분야
및 내용

1)가정복지사업
가정문제종합상담, 직업․부업기능훈
련, 취업․부업안내(무료직업안내소
운영), 보건․의료서비스, 선의봉사실
운영, 생활안정자금지원, 부녀자교양

1) 가족복지사업
가족관계증진, 가족기능보
완, 가정문제 해결․보완,
부양가족지원

1)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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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취미교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2) 아동복지사업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어린이공부
방, 어린이기능교실, 모자상담 및 교
육, 유아보육교실
3) 청소년복지사업
청소년상담 및 교양교육, 청소년독서
실, 근로청소년사회교육, 청소년기능
교실
4) 노인복지사업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불우노인
결연, 노인부업실, 노인가정봉사원파
견, 노인식사 및 목욕서비스
5)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서비스알선 및 이송, 자립작업
장설치․운영, 재가장애인서비스

2) 지역사회보호사업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
스, 경제적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
호서비스
3) 지역사회조직사업
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
네트워크구축, 주민복지증
진, 자원봉사자양성 및 후
원자개발․조직

2) 서비스제공기능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사업
3)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구축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자원개발 및 관리사업

4) 교육․문화사업
아동․청소년기능교육, 성
인기능교실, 노인여가문화,
문화복지
5) 자활사업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
체육성

6) 지역복지사업
주민사회교육, 자원봉사자양성, 후원
자개발, 주민취미교육, 사회조사, 주
민편의시설제공

자료: 양난주(2015), 사회복지관 사업의 재구조화 방향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p.131

3.3 사회복지관의 본래적 기능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설을 말한다[1]. 이처럼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인 유일한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시설이자 동법 제34조의5에 따라 사회복지관 설치에 대
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일반법이자 상
위법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상에서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
다. 이는 곧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전반의 사회복지사업 주체이자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의 중추적
인 역할 기능을 부여받은 시설이라는[12] 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관은 자주적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
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2], 3대 기능

10개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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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3].
특히, 사회복지관의 자주적 기능으로 축적된 경험들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모
색할 때마다 그 내용구성을 사회복지관이 감당해오던 기능(사업)들로 채워 나가는 모습을 통해 발
견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략과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제정한 ‘사회
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등은 공공복지전달
체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 효과성이 미약하다는 전제아래 추진되고
있는 변화의 모습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담아내고자 하는 내용들은 사회복지관이 수
행하던 사례관리, 자원개발과 조직사업(기능) 등과 유사한 것들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1] 지역의 복지문제에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어 가고 있는
기능(사업)들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관의 자주적
기능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근본이 되고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4. 지역형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관의 자주적 기능 강화 방안
지역형 복지는 해당 지역의 자주적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지역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긴급 대상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즉,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자주적 권한
이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관 역시 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본래적 기능인 자주적 기능을 발휘하여 긴급하고도 시
급한 지역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사회복지관의 자주적 기능은 세 가지 즉
보완성, 재량성, 창의성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완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현행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사
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3대 기능 10개 사업분야를 기반으로 하되,
지역형 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관에서는 복지부가 제시한 수준 이상에서 3대 기능 10개 사업분야
모든 영역에서 해당 지역만의 최저기능 및 최저사업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역형 복지를 추구
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수준(national minium)이상이면서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최저
수준(regional minium)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긴급성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재량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
원칙 중 책임성과 자율성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복지관
의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형 복지는 전달
조직이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달조직은 지역형 복지를 실효적으로 추진하도
록 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급하고 긴급한 욕구 및 문제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
한 것은 재정의 재량적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재정은 지역형 복지의 성패를 가르게 하는 가장 중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 2017 HSST

543

A Plan to Strengthen the Independent Functions of Social Welfare Centers to Promote Local Welfare

요한 요소이다. 앞서 보완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재량권이 발휘되도록 별
도의 재정을 확보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창의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것은 3대 기능 10개 사업분야를
넘어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사업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사업
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라면 이것을 자주적 사회복지로서 창의적인 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복지사업을 해당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면
그것은 지역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창의적 사회복지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가장 확실한 사회복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5. 결론
지역형 복지는 해당 지역의 자주적 사회복지로서, 자주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사회복지관이야말
로 지역형 복지 구축을 더욱 견고하게 할뿐만 아니라 전달체계로서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관을 지역형 공공사회복지관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공공사회복지
관이라는 것은 공단 등과 같은 형태의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종사자 신분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더라도 일반 근로자 또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자성 보다는 높은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성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해서 볼 때, 해당 지방자치단
체가 사회복지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도 의미가 있고 상징적일 수 있다. 많은 경우 사회
복지관이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
다.
둘째, 사회복지관의 자주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에 자주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관별 재량권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등과 상관없는 선조치 후보고 또는 후결산이 가능한 예산을 확
보하여 지원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관에 추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국가가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표준적으로 제시
한 인력보다는 많으면서 지역형 복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정한 필요 인력을 증원해
야 한다.
넷째, 국가의 읍면동 허브화 전략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관이 센터로
서 기능하게 하여 민·관 및 민·민을 조정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이미 사회복지
관은 사례관리 기능 등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합사례관리를 사회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민·관
이 협력하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어 수행하게 한다면 지역형 복지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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