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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국가 복지재정의 부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민간복지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활동도 병행하며 취약계층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부조의 제
한점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과다
를 더욱 강화하는 모델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에 대한 논의 진행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자
원개발 및 활용현상이 실제로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1999년 1년 동안에 이루어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
간자원 개발 및 활용활동을 평균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후원현금이 평균 2,028,643원, 후
원물품은 평균 1,399,644원 수준이었고, 개발된 후원자 수의 평균은 13.94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활동을 대부분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편차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자원개발 및 활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서의 경험 년수와 민간복지자
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모임에의 참석 등과 같은 개인 배경 및 행동 특성 요인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 및 다양한 노력과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자원 활용 현황을 이해하는
데 그리고 역할수행 방향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일 수 있다.

1 본 연구는 두뇌한국 21(BK21)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

I. 서 론
국가가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데 있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이들은 공공부조 대상자들의 자산 상태를 조사하고 욕구를 파악하며 경제적, 사회적, 의료
적 도움을 실제로 전달한다. 또한 노인, 아동, 모자 가정 등의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
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국가의 공공부조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전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갖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 중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민간복지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들(강혜규, 2000; 김종해, 2000;
서울대 사회복지 연구소, 1987)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후원자 개발, 결연 활동,
자원봉사자 개발과 배치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밝힌다. 즉 이들 보고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민간복지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통해 국가의 제한된 복
지 재정만으로는 부족함이 많은 취약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고 평가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개발과 활용이라는 현상은 공공부조시스템
이 갖는 제한성을 보충하고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나, 공식적
으로 요구된 업무 이외의 것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업무 과다 발생이라는 부정적인 의
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이 현상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공무원이자 사회복지사
로써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업무의 양을 과중하게 증가시켜 원래의 역할에 집중된 노력을 투입하는데 제한성을
가질 수 있게 됨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회복
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개발과 활용이라는 현상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에 대한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러
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 스스로가 민간자원개발 및 활용에 중요한 가치
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조사(1997)는 기타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후원금품의 모
집 및 후원자의 알선이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65.9%가 이를 자

신들의 바람직한 업무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공공부조 시스템 내에서 민간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업무를 실행하는 것을 사회복지전
담 공무원들 스스로가 상당히 바람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개발 및 활용의 현상이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
지 혹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인지를 향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이전에, 먼저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어떠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관한 연구는 이들의 일반
적인 역할에 대해 탐색하여 왔지(강혜규, 2000; 김종해, 2000; 김현숙, 1990; 윤혜미, 1991;
2000, 이용교, 1990), 이들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현상에 대해 초점을 두고 보다 집
중된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현상의 구체적인 내용, 즉 체계적인 지식이 아
직까지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431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그들의 민간자원 개발 및 활용 활동에 초점을 두며 그 현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전개되
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
는 먼저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 중 어느 정도가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 활동
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활동 수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다양한 차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간복지
자원 개발 및 활용 수준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자원 개발 및 활용 적극성과 다양성
이라는 개념을 통해 측정해 보고자 한다. 즉 관할 지역 내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후원금
규모와 후원자와 연계된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을 통해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의 적극성
을 측정해 보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민간자원 연계를 위한 활동프로그램의 수를 통해 민
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의 다양성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전
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의 적극성과 다양성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요인
들이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면서 이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식을 확대시켜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현상에 대해 다
양한 차원에서 분석하여 이 현상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
초 지식의 형성을 통해 이 현상이 갖는 의미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II. 선행 연구 및 논의에 관한 고찰
1. 민간복지자원의 개념에 관한 논의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에 의해 생산되고 집행되는 복지자원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복지자원의 구성을 논할 때 보통 정부관련 복지자원인 공공복지자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경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 중심의 공공자원과 그 밖의 것, 특히 민간부문에서 생산되는
민간복지자원 등 둘로 나누어 복지자원의 구성을 논한다. 공공복지자원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해 직접 및 간접적인 비용을 통해 집행하는 자원의 총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
복지자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민간영역에 의해서 생산되고 집행
되는 자원가운데 복지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는 활동에 사용되는 자원을 의미한다(정기원
외, 2000). 즉 민간복지자원은 국가가 아닌 민간부문에서 복지와 관련된 목적으로 생산하여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자원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복지자원은 복지의 범위에 대한 시각에 따라 그 의미가 포괄적일 수도 있고 제한적일 수
도 있다. 넓게 보면 일반 복지관련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교육이나 주택, 건강 및 보건서비
스, 고용지원이나 법률구조 활동 등까지를 포괄하여 이들의 활동에 사용되는 자원을 복지
자원이라고 칭할 수 있다. 그러나 좁게 보면 복지자원은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와 직접적
으로 연관된 것으로서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정신보건, 그
리고 복지관련시설이나 단체의 활동에 사용되는 자원이라고 칭할 수 있다(정기원 외, 2000).
민간복지자원은 크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는 경
우에는 좁은 시각에서의 복지 활동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민간부문의 현금자원과 현물자원
및 서비스자원을 포괄하고, 네 가지로 나누는 경우에는 현금과 현물, 서비스 자원에 일반시
민에 의한 자원봉사자원을 포괄한다고 보고 있다(정기원 외, 2000). 민간복지자원에 대한 이
러한 협의적 정의는 광의적인 정의와는 달리 민간복지자원에 대한 이해의 틀을 보다 명확
하게 하면서 연구의 용이성을 제고시고 아울러서 연구의 측정 내용을 보다 정교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일하는 현장인 읍·면·동사
무소에서의 실제 활동을 더욱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협의적 개념 정의, 특히 자원봉사
자원을 제외한 현금자원과 물품자원 및 서비스자원 등에 한정하는 협의적 정의는 본 연구
의 내용 구성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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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무 및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에 관한 논의
사회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체계에 사회복지 전문직을 도입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
이고자 실시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제도는 1987년에 시작되어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 규모를 보면, 별정직 96명으로 시작하여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4800여명2)이 넘
는 규모로 확대되는 등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규모면에서 이러한 발전을 갖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직무내용(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1991)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과 생활보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들
을 위한 생계보호 업무,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사후관
리 업무,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 업무를 중심으로 구성되
어져 있다. 그리고 1995년 보건복지부 훈령 제4호에 기초해 이러한 업무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의 아동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모자복지서비스 업무까지 포괄하여
직무가 구성되어져 있다. 즉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직무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
를 파악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를 조사해 선정하며, 생계급여 등의 보호금품을 지급하고, 생업
자금을 융자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자립자활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김기원,
1999).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규정과 훈령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공공부조 업
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복지사로서의 규범적 역할 등도 수행해야 함
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역할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포괄적인 직무를 갖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복지 관련 직무에 대한 전문적 수
행 능력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의 직속상관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필요성을 조사한 송근원(2002)은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능력, 가치, 업무 태도 등의 업무성과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고한다.
한편 강혜규(2000)와 김성한(2002)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업무의 실제에 있어 일반적
수준의 서비스와 전문적 수준의 서비스를 포괄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기대하
는 역할인 전문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는 역할상의 제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전문적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
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에 충실하게 부응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2 2002년 현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수는 7200여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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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서의 역할 수행에서는 제한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 활동에 대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한 서울
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보고서(1997)는 기타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이라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
의 65.9%가 이를 그들의 바람직한 업무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법정 서비
스만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이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경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2.4%만이 부족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19.4%가 자원을 직접 개발하는 활동을 수행하
며, 78.1%는 민간 기관 등의 민간복지자원에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보고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민간복지자원의 개발과 활용 활동을 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윤혜미와 김근식의 연구(1991)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생활보호대상자
들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고 원조하는 방향의 대인서비스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민간자원 개발과 활용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병행
해서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
복지전담 공무원들 스스로가 민간복지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이것
을 중요하고도 필요한 업무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 현황이 어떠한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활동의 수준과 관련될 수 있
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나 이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관련
해서 정기원(2000)등의 연구는 읍·면·동사무소에 따라 민간자원의 개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역특성이 민간자원의 개발 및 활용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환경 등
이 그들의 자원활용을 위한 연계활동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박경숙(1996)은 제시하는
데, 이러한 결과 역시 업무환경이 민간자원의 개발 및 활용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송근원(2002)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태도, 능력, 가치
관 등이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배경 및 행동특성이 민간자원의 개발 및 활용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게 한다. 즉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스스로가 설정한 전
문가로서의 역할 등이 민간자원의 개발 및 활용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자원 개발과 활용 활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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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대해 지역특성, 업무환경, 개인적 배경 및 행동특성 등의 측면에서 관련성을 탐색해 보
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에 있는 읍·면·동사무소 전체인 3,510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이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민간복지자원 활용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민
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
간은 2000년 8월1일부터 8월25일까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431부(12.3%)였고, 이 중 후원
금 개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가 374부,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설문지는 348부였다. 본 연구의 조사를 시작한 시
점이 공공부조가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편되는 과도기로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
상자 중 읍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3.4%, 면사무소는 45.4%, 동사
무소는 51.1%로 현재 우리나라 읍·면·동사무소의 비율은 읍사무소 5.6%, 면사무소
35.0%, 동사무소 59.4%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대상자의 비율은 읍사무소는 실제 비
율보다 다소 낮고, 면사무소는 조금 높지만 대략적으로 실제 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본 연구는 회수율이 낮아 현상을 보다 정확히 기술하는데 있어서 다소의 제한
점을 갖지만 조사 표본이 모집단의 구성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 현황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2. 연구에서 활용되는 변수들의 구성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기본 종속변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의해서 실행되는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활용 수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 종속변수를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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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성과 다양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관할 지역 내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후원
금 규모와 후원자와 연계된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그리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민간자원 연계
를 위한 활동프로그램의 수 등의 세 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할 지역 내 생
활보호대상자 1인당 후원금 규모와 후원자와 연계된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을 통해 민간복지자
원 개발과 활용의 적극성을 파악해 보고자 했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민간자원 연계를 위한
활동프로그램의 수를 통해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의 다양성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2) 독립변수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민간복지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활동 수준과 관련성
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을 읍·면·동사무소의 지역특성 측면, 업무구조 측면,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개인 배경 및 행동 특성 측면으로 나누어 그 관계를 탐색해 보았다. 먼저 지역
특성 측면에서는 읍·면·동사무소의 위치 변수와 지역특성 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사무소가
읍사무소인지, 면사무소인지, 동사무소인지에 대한 위치 변수와 지역이 빈곤 및 농어촌 등의
취약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특성을 지역특성 변수로 삼았다. 그리고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의 다양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각 읍·면·동사무소의 생활보호대상자의 규모 변수를 선
택해서 이러한 지역특성 변수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구조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하는 민간
복지자원개발 및 활용 활동의 공식성에 초점을 두어 관련 변수를 구성하였다. 보다 구체적으
로는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활동을 사무소와 상급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지의 보고
여부 변수, 이러한 활동이 문서화되어 있는지의 문서화 여부 변수,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사
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의 업무 비중 변수 등을 통해 업무구
조 변수의 내용을 구성하고 이들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개인 배경 및 행동 특성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의 전공이 사회복지인지의 전공 여부 변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에 대한 경력
기간 변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의 활성화와 관련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행동, 특히
이를 위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임 참여 여부 변수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민
간복지자원개발 및 활용 활동에 대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수용과 인식의 정도 변수를 개
인적인 특성 변수에 포함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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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술적인 통계분석 방법을 통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실태와 관련된 요인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
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해 보기 위해서 회귀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자료와 같이 극단값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이
를 가중치의 차별화된 적용을 통해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게 하는 회귀분
석 방법을 사용하였다(Hamilton, 1992).

즉 본 연구에서는 Weighted Least Square

(W-estimation)의 측정방법을 사용하는 Robust Regression을 사용하여 극단값이 가질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적절한 회귀계수의 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4. 연구질문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현상에 대
한 탐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갖는다.
첫째,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의한 민간복지자원개발 및 활용의 수준은 어떠한가?
즉 생활보호 대상자 1인당 후원금액과 결연 후원자 수, 민간자원 개발 및 활용 방법의 수
에 기초해 볼 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활동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실행되어지고 있는가?
둘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개발 및 활용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무엇인가? 즉 생활보호 대상자 1인당 후원금액과 결연 후원자수 등의 적극성 그리고 민
간자원 개발 및 활용 방법의 수 등의 다양성에 기초해서 볼 때 이러한 변수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무엇인가?

IV.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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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자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한 기술적 분석
1)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 응답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특성은 다음의 <표 1>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
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성별을 알아보면 남자가 46.3%이고, 여자가 53.7%로 여자가 다소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있어서는 84.1%가 1급 자격증 소지자로 대부분
이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공무원 직급은 7급이 28.9%, 8급이 35.3%,
9급이 35.0%로 고른 분포를 갖고 있고, 나이는 33세를 중심으로 분포되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일반적 특성
항목
성별

자격증

직급

나이

내용

빈도수

백분율

남

161

46.3

여

187

53.7

1급

275

84.1

2급

36

11.0

3급

16

4.9

6급

3

0.9

7급

99

28.9

8급

121

35.3

9급

120

35.0

평균 33.34세, 중간값 33세, 표준편차 6.05

2) 조사응답자들이 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
본 조사의 대상자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은 다음의 <표 2>
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읍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3.4%,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45.4%,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5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읍 면 동사무소의 실제 비율과 유사함을 보여준다. 읍 면 동사무소가 위치한 지역별 특성
을 살펴보면, 농 어촌, 산간지역이 205개(47.9%)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일반지역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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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개, 32.7%), 상공업 및 기타지역(43개, 10.0%), 도시빈민 거주지역(40개, 9.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읍·면·동사무소의 생활보호자 수의 평균값은 196.12명이고 중간값
은 153명이며 표준편차는 179.38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준편차로부터 각 지역의 생활보
호대상자의 규모가 각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를 갖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표 2>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

읍·면·동

지역특성

내용

빈도수

백분율

읍

12

3.4

면

158

45.4

동

178

51.1

도시일반주거지역

140

32.7

도시빈민거주지역

40

9.4

농·어촌 산간지역

205

47.8

상·공업지역 및 기타

43

10.0
평균 196.12명

생활보호 대상자수

중간값 153명
표준편차 179.38

3)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 응답자들의 업무 구조적 특성
본 조사의 대상자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관련 업무구조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먼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조
직 내에서 민간자원개발 및 활용 업무의 공식화의 정도를 상급기관에의 보고의 공식화 정
도와 문서 작성의 공식화 정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고의 공식화에서는 응답자의 26.5%
정도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문서의 공식화는 응답자의 36.2% 정도만
그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복지자원 개발
과 활용에 대한 보고와 문서의 공식화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 업무의 비중을 보면, 평균이
2.96%이고 중간값은 1%로 전체 업무에서 이 업무의 비중이 아주 미미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업무 비중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이 업무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전개하지
는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업무의 구조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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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 업무가 큰 비중을 갖고 전개되고 있지는 않음을 보여준
다.
<표 3>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업무 구조적
특성
항목
보고의 공식화
문서의 공식화
전체직무시간에서의
민간자원개발 및 활용

내용

빈도수

백분율

예

108

26.5

아니오

300

73.5

예

147

36.2

아니오

259

63.8

평균 2.96%, 중간값 1%,
표준편차 3.69%

업무의 비율

4)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개인 배경 및 행동 특성 측면
본 조사의 대상자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개인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먼저 민간복지자원개발 및 활용 업무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4.5%가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보다도
더 높은 수치인데, 이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민간 복지자원개발 및 활용 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읍·면·
동사무소에서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업무 실행과 관련한 이해를 살펴보면, 공식적
인 업무라고 응답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24.2%이고,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응답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63.4%이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응답한 공무원은 12.4%로서 대다수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민간복지자원 개발
과 활용 업무가 공식적인 업무로 인정되는지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전공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전공자가 75.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살펴보면, 평균이 64.99개
월이고 중간값은 76개월로서 응답자들의 경력은 대략 5년과 6년을 중심으로 분포되어져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 중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모임이나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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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참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간의 모임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22.5% 정도인 것으
로 나타났고, 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12.9% 정도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모임과 교육에의
참석 정도는 다소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민
간복지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을 바람직한 역할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제에서는 업
무의 과다 등으로 인해 이런 역할을 위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나
타내는 것이라고 본다.
<표 4>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개인특성
항목

내용

빈도수 백분율 항목

내용

빈도수 백분율

필요함

294

84.5

공식적업무

78

24.2

필요없음

24

6.9

할 일이 아님 40

12.4

모르겠음

30

8.6

대한 이해

민간자원 예

78

22.5

민간자원예

모임참석 아니오

268

77.5

교육경험

241

75.5

민간자원
업무
필요성

사회복지전공
전공

비사회복지전공 78

민간자원
업무에

24.5

경력

공식업무아니
지만 해야할일
아니오

204

63.4

41

12.9

277

87.1

평균 64.99 개월
(표준편차 46.75)

2. 읍·면·동사무소에서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의한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현황 에 대한 분석
1) 후원금 및 결연 후원자 개발 현황
1999년 1년 동안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개발한 민간복지자원
을 후원금(현금과 물품) 및 결연 후원자수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먼저 본 조사 대상 읍·면·동사무소에서의 1999년 1년 동안의 후원금 개발 총
액은 1,240,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결연 후원자 개발 총수는 5,214명인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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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대상 읍·면·동사무소의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현황을 먼저 후원 현금에 초점을 두
고 살펴보면, 후원 현금은 평균 2,028,643원이고 중간값은 500,000원이며 표준편차는
5,969,10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는 각 읍·면·동사무소별로 민간복
지자원 중 후원 현금의 개발 규모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개
발된 후원 현금의 분포를 4분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읍·면·동사
무소의 25%까지는 개발된 후원 현금이 0원이고 75%째 값은 2,050,000원으로 중간값과 비교
해 볼 때 75%째 값이 약 4배정도의 규모가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후원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한 액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읍·면·동사무소의 후
원 물품의 환가액은 평균 1,399,644원이고, 중간값은 220,000원, 표준편차는 3,742,732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값들 역시 각 읍·면·동사무소별로 민간복지자원 중 후원 물품
의 개발규모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후원 현금과 비교해 볼 때 후원
물품의 규모는 후원 현금보다 많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연 후원자수의 분포를 보면, 읍·면·동사무소의 평균은 13.94명, 중간값은 5명, 표준편
차는 35.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연 후원자 수 역시 후원 현금 및 후원 물품과 마찬가지
로 각 읍·면·동별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후원 현금과 후원 물품의 규모 및 결연 후원자의 수를 절대적인 총액 및 규모
기준으로 살펴 볼 때, 각 읍·면·동의 후원 현금과 후원 물품의 규모는 중간값을 기준으
로 보았을 때는 후원현금이 50만원정도이고, 후원물품은 22만원으로 그다지 큰 규모는 아
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읍·면·동사무소 사이의 후원 현금과 후원물품 및 결연
후원자의 개발 정도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의 발생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탐색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5> 1999년 읍·면·동사무소의 후원금과 후원물품 및 결연 후원자의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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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단위 : 원)
후원 현금
응답 읍면동 수

결연 후원자수

후원 물품 환가액

(단위 : 명)

371

372

374

균

2,028,643

1,399,644

13.94

표준편차

5,969,107

3,742,732

35.65

25% 값

0

0

2

50% 값

500,000

220,000

5

75% 값

2,050,000

1,590,000

15

평

총합

1,240,000,000

5,214

2)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후원금액 및 결연 후원자수
위의 후원금액 및 결연 후원자 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각 읍·면·동사무소가 갖는 차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인 금액과 수를 이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인 기준
에 의해서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각
읍·면·동사무소 각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 수에 대비하여 민간자원개발의 현황을 탐색해
보았다. <표 6>은 각 지역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기초로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개발되어진
후원금액이 얼마정도인가 그리고 후원자와의 결연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를 비율로 환산해
본 결과이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의해서 개발되어진 후원금액은 1인당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
이 28,524원, 중간값은 9,467원, 표준편차는 94,004원 정도로 1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할 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편차는 매우 커서 각 읍·면·동사무
소별로 규모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결연 후
원자수에 있어서도 평균은 대상자 10명당 1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명당 0.3명의 수준으로 평균과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역시 각 읍·면·동사무소별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의 적극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생
활보호대상자 1인당 후원금액 규모 및 결연 후원자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수준에서의 활동이 전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읍·면·동사무소 별로 차
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특성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떤 업
무구조를 갖는 경우,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인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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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원 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탐색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 6>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후원금액 및 결연 후원자수

응답기관수

생활보호대상자1인당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후원금액 (단위 :원)

결연 후원자수 (단위 :명)

357

372

균

28,524

0.10

표준편차

94,004

0.25

25%

1561

0.01

50%

9467

0.03

75%

27,632

0.10

평

3)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활동의 다양성 수준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1999년 1년 간 민간복지자원 개
발과 활용 활동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의 수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7>에서 정리되는 바
와 같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모금, 방송기관 협조, 종교단체 등을 통한 보호, 민간모금기
관 알선 등의 다양한 방법에서 한 가지 프로그램만을 사용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24.2%로 가장 많았고, 두 가지 방법이 17.4%, 세 가지 방법이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반적으로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7>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활동 프로그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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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수
0
1
2
3
4
5
6
7
8
`
9
10

빈도
41
64
46
38
25
22
10
9
3
3
3

백분율
15.5
24.2
17.4
14.4
9.5
8.3
3.8
3.4
1.1
1.1
1.1

정리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활동의 다양성 수준을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의 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양하지 못한 수준이지만
각 읍·면·동사무소 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특성
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떤 업무구조를 갖는 경우,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보다 다양하게 민간복지자원 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3.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자원개발 및 활용의 적극성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탐색적 분석
각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활동의 적극성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인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후원금액 규모와 결연 후원자수 그리
고 활동의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인 활용하고 있는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프
로그램의 수를 종속변수로 놓고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기 위
해 실시한 Robust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8>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후원금액 규모와 관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
펴보면, 지역특성 측면에서 그리고 업무구조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개인 배경
및 행동 특성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경력이 통계적인 의미를 허용할 수 있는
수준(marginal level)에서 정적인 방향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사회복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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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공무원의 민간자원개발과 활동을 위한 모임 참석 활동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
서 정적인 방향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후원금액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특성 변수 중 경력과 모임참여 등의 활동인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결연 후원자 수와 관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지역특성 측면에서는 읍·면·동의 위치 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정적인 방향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사무소라는 위치를 배
경으로 하는 경우 읍과 면이라는 위치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보다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결
연 후원자의 수가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업무 구조적 차원에서는 민간복
지자원개발과 활용에 대한 보고의 공식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통계적인 의미를 허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적인 방향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고 체계가
공식적으로 구체화되어져 있는 경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결연 후원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개인 배경 및 행동
특성 측면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후원금액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경력과 민간자원개발과 활동을 위한 모임 참석 활동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정
적인 방향에서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활동의 적극성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후원금액 규모와 결연 후원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위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정
리해 보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개인 배경 및 행동 특성 변수들, 특히 개인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서의 경력과 민간복지자원 개발을 위한 논의 모임 등에의 참여 등
과 같은 요인들이 보다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활동이 어떤 다른 요인들보다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개인 배
경 및 행동 특성에 의해서 보다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활동의 다양성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활용 프로
그램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선 지역특성 차원에서는 읍·
면·동의 위치 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정적인 방향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동사무소라는 위치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 읍과 면이라는 위치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보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활동 프로그램의 수가 보다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업무 구조적 차원에서는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과 관련한 공식 업무의 비
중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복지
자원개발과 활용의 공식 업무로서의 비중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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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수가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개인 배경 및 행동
특성 측면에서는 적극성 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경력과 민간자원개
발과 활용을 위한 모임 참석 활동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에 대한 인식 변수도 통계적인 의미
를 허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적인 방향에서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많을수록, 민간자원개발과 활동을 위한 모임 참석
활동이 활발할수록, 그리고 민간복지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반드시
해야할 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이를 위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8>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자원개발 및 활용의 적극성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에 대한 Robust 회귀분석 결과
생활보호대상자1인당 생활보호대상자1인당
차원

변 수

후원 금액

결연 후원자 수

(적극성)

(적극성)

활동 프로그램 수
(다양성)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생활보도대상자 수

-

-

-

-

.0007

.0007

읍면동 위치

.0849

.1952

.0151*

.0072

.6327*

.3325

지역 특성

-.2212

.1952

-.0044

.0072

.1920

.3398

보고의 공식화

.0147

.2508

.0151#

.0093

.1348

.4271

문서의 공식화

.0041

.2397

-.0056

.0090

-.2751

.4147

공식업무 비중

.0176

.0217

.0009

.0008

.1012**

.0374

경력

.0027#

.0016

.0002**

.00006

.0101**

.0029

개인

전공

.2180

.1816

.0028

.0067

-.3160

.3075

특성

모임참석

.3643*

.1800

.0125*

.0068

.6240*

.3168

인식

.0057

.1320

-.0030

.0050

.3541#

.2242

상수

.4278

.6775

.0036

.0258

-.9405

1.153

지역
특성
업무
구조

주: # p〈.1

*p〈.05 ** p〈.01

지금까지의 탐색적 분석에 관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
자원 개발 및 활용 활동의 적극성과 다양성 수준에 지역적 특성 요인과 업무 구조적 특성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나 전반적으로 개인 배경 및 행동 특성 요인들이 적극성 및 다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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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모형 모두에서 일관성 있게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후속 연구들을
통해 그 관계들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
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수준이 개인의 특성 및 인식 차이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 즉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개인의 경험과
의식에 따라서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에서 다른 양상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 활동이라는 현상을 보다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의 수
준은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높은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회
복지전담 공무원들에 의한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 수준에서 그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 실태 파악 결과를 보면, 1999년
1년동안 조사대상인 읍·면·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431명의 후원금 총
액은 1,240,000,000원이었다. 이러한 후원금을 후원현금과 후원물품으로 나누어 보면, 후원
현금은 평균 2,028,643원, 중간값은 500,000원, 표준편차는 5,969,107원이며, 후원 물품의 환
가액은 평균 1,399,644원, 중간값은 220,000원, 표준편차는 3,742,73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의한 결연 후원자 수는 1999년 1년
동안 총 5,214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연 후원자 수의 평균은 13.94명, 중간값
은 5명, 표준편차는 35.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현금, 후원물품, 결연 후원자 수 모두
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은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 활동에서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었다.
한편 민간복지 자원 개발의 현황을 각 지역 생활보호대상자의 규모와 비례해서 계산해
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의해 개발되는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후원금액 규모는 평균
28,524원, 중간값은 9,467원, 표준편차는 94,004원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보호
대상자 1인당 결연 후원자 수는 평균적으로 10명당 1명의 수준, 중간값은 0.03명(10명당 0.3

- 20 -

명)이고, 표준편차는 0.25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
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활동의 다양성 수준을 1999년 1년 간 사용한 민간자원개발 및 활용
프로그램 수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일부는 상당히 많은 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의 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 활동이 상당히 큰 편차를 갖고 있음
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이런 활동의 적극성 수준과 다양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 보았다.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후원금액,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결연 후원자 수, 민
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해 1999년 1년 간 사용한 활동 프로그램의 수를 중심으로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Robust 회귀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 특성, 업무 구조, 개
인 배경 및 행동 특성 측면에서 탐색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 활동의 적극성 수준과 다양성 수준은 지역적 특성 요인이나 업
무 구조 요인의 일부 변수, 즉 읍·면·동 위치와 민간복지자원개발과 활용 보고의 공식화
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도 하나, 전반적으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개인 배경
및 행동 특성 요인 즉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서의 경험과 민간복지자원개발과 활용을 위
한 모임 참석 활동 등에 의해서 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
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역량 및 문제의식 등이 읍·면·동사무소를 배
경으로 한 그들의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에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
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활용이라는 특이한 현
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개인적 역량과 자세가 민간복지자원을 개발하고 활
용하는데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탐색은 유사한 상황
속에서도 차별화 된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되는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를 파악하는데 제한적이나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간단하게 말하면, 본 연구의 회귀분
석 결과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개인적인 역량과 의식의 제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욕
구 충족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의 전개와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활동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향후 제
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향후의 논의 주제는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욕구에 충실해야만 하는 사회복지사이자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
지전담 공무원의 업무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현재의 자원 제한성 속에서 기술적인 측면에
서 무엇이 보다 강화되는 것이 필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즉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의 민간자원 개발 및 활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분석 결과는 사회복지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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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 워크샾 등이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기관들의 사회복지사들과 연계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장려하는 것, 즉 지역사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역사
회 내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보다 많이 장려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 효과성에 보다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해서 이들의 이러한
활동 수준이라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실태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기초지식
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한정된 대상에 대한 설문 조사 자료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이 현상을 관찰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서 연구의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연구들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의한 민간복지자
원 개발 및 활용 수준이라는 현상을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결과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연구의 결과들
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한국적 역할 모델 정립으로 확장되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 공
무원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 방향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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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obilization and Utilization of Private Welfar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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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ublic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in Korea
Kang, Chul Hee(Ph. D. Associate professor, Ewha Womens Univ.)
Kim, Hee Sung(Researcher, Ewha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In Korea, public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have been responsive to diverse needs of the
target population of public assistance. To be responsive to their needs, public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have mobilized and utilized private welfare resources.

However, this

phenomenon has not been researched; thus, the prevalence and degree of such efforts are
not systematically studied.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and describe the current situation
of mobilization and utilization of private welfare resources by public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in Korea by examining the level of mobilization and utilization of private
welfare resources.

This paper also attempt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mobilization and utilization of private welfare resources by public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in Kore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 average, each public social welfare professional mobilized
2,028,643 Won in cash and 1,399,644 Won in goods in 1999; in average, they developed 13.94
sponsors for the people with public assistance; and they focused on one, two, or three
programs in the aspect of utilization of private welfare resources.
The levels of mobilization and utilization of private welfare resources, which are measured
by the size of resources mobilized for the people with public assistance, the size of poor
people connected by the sponsorship, and the size of the programs utilized for private
welfare resource mobilization, were most strongly predicted by professionals' work year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such as attitude and recognition about private welfare
resources. This paper contributes to promoting understandings about the level of
mobilization and utilization of private welfare resources by public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in Korea.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directions of research concerning

mobilization and utilization of private welfare resources by public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in Kore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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