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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나눔과 개인 : 자선과 기부의 경제학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 서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기부와 자선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대하다. 자본주의의

발전역사가 일천하고 그 과정이 독특한 우리나라에서 자발적 소득이전(voluntary

income transfer ) 으로서의 기부와 자선은 역시 일천한 역사와 남다른 면모를 보

이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복지선진국에서는 티트머스(R. M. T itmuss )가 말한 대로 경제

적 시장(economic market ) 대신 사회적 시장(social market )이 발달하고 있고 특

히 이곳에서는 상품교환 대신 자발적인 선물교환(voluntary gift exchange)의 속

성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말하는 기부와 자선이 사회 전체적으로 하나의

관습과 덕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지배하는 기제(mechanism)의 하나임

을 알 수 있다.1) 즉, 사회의 제1의 원리는 경제적 시장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유

통시키면서 그로부터 귀결되는 소득의 창출과 1차적인 소득분배이지만, 제2의 원

리로서 소득재분배정책 중심의 다양한 사후 소득이전 프로그램들이 작용하면서

자발적인 자선과 기부가 동시에 실현되는 측면을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한 경제적 시장의 정립 수준에 비하여 사

회적 시장의 기능이 매우 미비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 시장의 기능까지도 상대적

으로 더많은 부담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1차적 분배기능만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은 어차피 자본주의 하에서 그 기능의 완

벽한 작동이 불가능함으로써 오히려 자본주의 자체의 폐해만 부각될 뿐 체제의

정당성이 급격히 상실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분배측면

에서의 위기감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기도 하다.

본 글은 이런 시각을 전제로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선과 기부

란 어떤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 타국과 비교했을 때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고찰하

는 가운데, 아울러 자선과 기부가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도 병행하려 한다. 이로써 자선과 기부가 개인의 효용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후생의 차원에서도 합리적 경제주체들이 수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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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능을 지닌 것인지 아닌지가 고찰될 수 있을 것이며, 이로부터 나눔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는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 나눔과 효용 , 그리고 후생

1) 나눔의 미시경제학적 기초

(1) 개인효용함수에 기초한 분석

근대경제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수단은 효용함수이론이다. 이 효용함수분

석에 있어서 흔히 전제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인간상, 즉 자신의 소비재 소비량

에 의하여 그의 효용수준이 결정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그의 소득의 크기가

그 자신의 소비재 소비량의 크기를 좌우하고 결과적으로 소득이 늘면 효용이 증

가하며, 소득이 줄면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결국 효용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다른 조건들은 모두 불변의 일정한 상태(ceteris

paribus )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Ua = U(Xa(Ia), Ya(Ia)) - - - - - - - - - - - - (1)

이때, Xa, Ya 는 a의 소비재, Ia는 a의 소득.

그러나 여기서 효용의 상호의존성을 가정으로 도입한다면 위의 효용함수는

Ua = U(Xa(Ia), Ya(Ia) ; Ub(Xb(Ib), Yb(Ib)) ) - - - - - - - - - - - - (2)

단, I = Ia + Ib.

이때 Xb, Yb, Ib 는 a의 경우와 동일한 의미임.

로 표현되어져서 효용의 상호의존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때 여전히 이기주의적인

자는

Ua / Ub < 0 - - - - - - - - - - - - - (3)



나눔과 민간 211

인 상태이지만, 이타주의(altruism)적인 자는

Ua / Ub > 0 - - - - - - - - - - - - - (4)

로 되어 실제로는 a가 b에게 자발적인 소득이전을 함으로써 자신의 소득이 줄고

상대방의 소득이 늘었다면, 이는 무조건적으로 a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

라 a의 X, Y재의 소비감소가 주는 효용의 감소효과와 b의 효용이 증가함으로써

a에게 미치는 효용의 증가효과 간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최종적인 효용의 변화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인 자선이나 기부에 참여하는 자들의 효용함수의 성격이 이타주

의적인 형태라면 자선과 기부는 개인의 효용을 상호 증가시키는 정합(正合)놀이

(plus sum game)의 결과를 담보해 낼 수 있는 것이다.

(2) 사회효용함수에 기초한 분석

개별적 효용함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위와 같은 자선과 기부의 긍정적 효과는

사회후생함수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후생(social welfare, SW)의 수준은

SW = F (Ua, Ub) - - - - - - - - - - - - - - - - - - (5)

로 나타나게 되지만, 만일 한 사회내에 존재하는 일정한 효용가능경계(utility

possibility frontier )를 가정하더라도 a의 효용자체의 감소나 b의 효용증대가 언

제나 사회후생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두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구성원 중에 소득이 많은 자가

이타주의적인 행태를 보인 경우로서, 사회적인 무차별곡선의 모양이 <그림 Ⅰ

- 1>의 M에서 N으로 바뀐 것을 말하고 이때 사회적인 후생의 정도는 감소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최적점이 E에서 E '으로 바뀌었음에도 후생수준은 N '에서 N으

로 변한 것으로 보아 그 수준이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적어도 효용함수가 롤즈적 효용함수(Rawlsian utility function)로 되었

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서2) 그림에서 P '이 P로 바뀜에 따라 그 수준이 증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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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그림 Ⅰ- 1> 사회후생의 변화

2 ) 나눔의 거시경제학적 기초

(1) 사회복지재정의 구성 측면

사회복지재정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총 복지비 지출로 규정한다면 이는 구

체적으로 보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업의 법정 복지비와 비법정복지비 등 기

업복지비용, 그리고 종교단체, 자선기관, 그리고 개인 등이 부담하는 민간복지비

용의 총합이 되어야 한다.

먼저 공공부문의 지출로 분류할 수 있는 정부의 지출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는 국세, 지방세 등 조세를 재원으로 각종 복지관련 지출을 하는데 그 통로

는 일반회계 지출, 특별회계 지출, 각종 사회복지관련 기금에서의 지출이 있다.

이중 사회복지관련 기금에서 지출되는 복지비는 재원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

금을 주재원으로 하며 정부가 조세수입에서 지출하는 부담금(예: 공무원연금 부

담금 혹은 지역의료보험 급여비 지원) 등으로 구성되므로 기금의 경우는 정부와

기업·개인의 지출이 혼합된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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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은 기업 이윤을 재원으로 하여 각종 기업복지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다. 기업복지비용은 퇴직금, 유급출산휴가비 등 법에 의해 지급이 강제되는 법정

복지비 3) 지출과 단체협약 등에 의해 기업주가 부담하는 비법정복지비 지출로

나뉘어진다. 이중 법정복지비 지출의 경우는 법에 의해 강제된다는 측면에서 공

공적 성격을 갖지만 재원 부담의 사적 성격 때문에 민간부문의 성격을 갖고 있

다. 이러한 지출은 공공+민간 4) 지출로 볼 수 있다. 기업이 지출하는 비법정복지

비는 순수한 민간부문 지출에 해당된다.

그리고 가계차원에서 볼 때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그리고 개인의 후원금 등이

사회복지재정으로 포괄되어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되며 이 부분은 비법정복지

비와 함께 민간부문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구성항목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사회복

지재정의 기본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Ⅰ- 2>와 같다.

<그림 Ⅰ- 2> 민간부문을 포함한 사회복지재정의 기본구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업
종교단체 및

개인

↓ ↘ ↙ ↓ ↓

조세 수입
사회보험 기여금

·피보험자
·사용자·정부

기업 이윤 민간 기부금

↓ ↓ ↓ ↓ ↓ ↓

일반회계 중
복지비 지출

→
특별회계 중
복지비 지출

→

복지관련 기금
지출

·공공기금
·민간기금

법정
기업복지비

지출

비법정
기업복지비

지출

민간복지비
지출

↓ ↓ ↓ ↓ ↓ ↓

공공부문 지출 공공+민간 민간부문 지출

↓ ↓ ↓

사 회 복 지 재 정

출처 : 공제욱·이태수 외(1999), 한국사회복지재정의 추계와 국제비교 , 한국사회정책, 제8권, 겨울.

여기서 민간복지재정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은, 크게 보아 국민총생

산물로부터 조성되는 사회복지재정 중에 공공부문의 재원이 민간부문의 복지재정

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표 Ⅰ-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0

년 기준으로 보아 사회보장급여의 비율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의

11%∼45%에 이르는 비중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지 않을 수 없으며, <표 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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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경제력 규모를 고려한다 하여도 1994년 시점에서

10.36%의 비중을 차지하여야 함에도 실제 3.69%에 그침으로써 공공복지지출에

있어서의 엄청난 괴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서 민간부문의 자발적 재원의 재배분이

더욱 부각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Ⅰ- 1> OECD 주요국가와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 비교(1990)

항목

국가

1인당 GNP
(1994)

사회보장
급여/ GDP

조세부담률
(A)

사회보험
기여율

(B)
국민부담률

(A)+(B)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프랑스

스웨덴

폴란드

멕시코

8,508
25,860
34,630
18,410
25,580
23,470
23,630
2,470
4,010

2.9
14.8
11.1
20.2
24.4
29.5
45.1
17.1
2.7

18.5
29.4
31.4
36.9
36.8
43.7
55.6

-
-

2.1
8.7
9.2
6.3

13.8
19.3
15.1

-
-

20.6
38.1
40.6
43.2
50.6
63.0
70.1

-
-

주 : 단, 폴란드와 멕시코의 통계는 1986년도 수치임.
자료 : ILO(1992), The Cos t of S ocial S ecurity , 노인철·김수봉(1996), 사회보장재정의 국제

비교 및 현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48 에서 재인용.

<표 Ⅰ- 2> 주요국가의 사회보장지출비의 실제치와 적정추계치의 비교

구분

국가명

1인당 GDP
(1986년, 달러)

GDP대비 사회보장지출(%)

실제치 적정치(추정)
멕시코 1,060 2.67 1.75
싱가포르 6,784 14.68 8.62
영국 9,710 20.35 11.77
프랑스 14,081 28.60 16.24
스웨덴 16,328 31.33 18.47
한국(1994년) 8,387 3.69 10.36

자료 : 노인철·김수봉(1996), 社會保障財政의 國際比較와 展望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8.

(2) 소득재분배정책과의 관계

또한 민간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소득이전은 소득재분배정책의 차원에서 그 의

의를 다루어 볼 수 있다. 현대정부가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써 활용하는 재정



나눔과 민간 215

지출정책과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행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며, 이

중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와 조세부과가 그 구체적인 예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의 소득재분배정책수단과 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나눔은 그것

이 자발적이며 탄력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표 Ⅰ-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가 각기

GINI계수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큼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효과마저 매

우 미미한 상태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나눔이 현실에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상

대적으로 크기만 하다.

<표 Ⅰ- 3> 각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를 통한 GINI 계수의 변화 정도

국가 연도
세전 및

사회보장급여
이전

세후 및
사회보장급여

이후

GINI 계수
변동치

스웨덴 1995 0.487 0.230 0.257

벨기에 1995 0.527 0.272 0.255

덴마크 1994 0.420 0.217 0.203

네덜란드 1994 0.421 0.253 0.168

이탈리아 1993 0.510 0.345 0.165

핀란드 1995 0.392 0.231 0.161

호주 1994 0.463 0.306 0.157

독일 1994 0.436 0.282 0.154

미국 1995 0.455 0.344 0.111

일본 1994 0.340 0.265 0.075

한국 1998 0.440 0.374 0.066

출처 : LIS(1996), 한국의 경우는 박찬용(2000)에서 인용.

3 . 나눔의 실태

1) 개인적 나눔의 실태

(1) 나눔의 규모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금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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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50만 이상의 비영리단체 중 거의 60만 정도가

자선 단체인 501(C)(3)으로 분류되어 연간 모금시장의 규모가 연간 1,750억달러로

서 국민 1인당 약 500달러(약 60만원)이 기부되고 이는 국가 GDP의 약 2%가 된

다5)는 자료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은 더욱 심각해 보

인다. 특히 미국의 경우 비영리조직들이 1,70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력의

10%를 고용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의 급여는 매년 1,560억 달러에 이르고 전체

적으로 비영리 조직들은 1억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과 기증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데 이것은 전 미국 가정의 75%를 나타내는 숫자라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6)

우리나라의 기부금의 규모는 <표 Ⅰ- 4>에서 주요 모금단체 및 모금통로를 통

해 추적한 결과를 96년∼98년에 걸쳐 보여주고 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비롯하

여 재해대책협의회, 적십자사 등등을 거쳐 98년에 거두어들인 총액은 약 2,563억

원 정도이다. 이는 특히 IMF 외환위기에 의해 실업극복국민운동이 전개되고 이

로부터 1,000억원이 만들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이전까지만 해도 1,000억원 대를

유지하기도 힘들었던 것이다. 물론 이 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받은 기부금과

다른 단체에 의한 모금을 누락한 한계가 있지만 이들의 기부금이 고려된다고 하

여도 위의 수치를 크게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점7)을 생각할 때 <표 Ⅰ- 4>의

결과는 여전히 유용성을 갖는 수치이다.

<표 Ⅰ- 4> 한국의 기부금 수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96 97 98
계 109 ,983 86 ,345 256 ,293
이웃돕기성금 18,897 19,649 16,413
재해대책협의회 39,476 - 68,300
적십자사회비 29,234 31,083 31,983

월드비젼 - 11,319 12,36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105 1,717 2,034

이웃사랑회 2,595 2,912 3,140

유니세프 4,356 3,765 3,841
구세군 1,225 1,345 1,397
한국복지재단 13,005 14,555 15,161
사랑의 친구들 - - 1,063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 - 100,600

출처 : 복지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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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표 Ⅰ- 4>를 근거로 하여 보면, 현재 한국의 연간 모금시장의 규모는

대략 2,600억원으로서, 국민 1인당 평균 5,800원이다. 이는 미국의 1998년의 경우,

전체 모금액 1,750억달러, 1인당 583달러(한화 약 70만원)와 비교해 보면 그 규모

가 매우 왜소하며, 일인당 모금액도 너무나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아쉽게도 <표 Ⅰ- 4>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기부액 중 개인과 기업의 기

여비중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을 통해 살

펴 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금원의 구성에서 일반 시민들의 비중이 상당히 미

약한 상태로 지속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1998년의 경우 이 기관의 전체 모금

액에서 개인의 비중은 33.6%로서 상당 부분이 기업 및 정부 기관 등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8) 그러나 미국 공동모금회의 경우, 기업체의

비중이 24.6%이고 개인의 비중이 65.5%로서 보다 광범위하게 일반 시민들에게

그 저변이 확대되어 있다.

(2) 개인적 나눔의 실태와 특성9)

가. 개인적 기부의 비중 측면

위에서 본 것처럼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에

비하여 월등히 작은 것이 주요한 특성의 하나라 꼽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원윤

희(1996)의 연구에 의할 때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초로 1988년

의 경우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는 인원수의 비율이 10.8%이고 전체소득금액에

서 기부금공제액의 비율은 0.18%라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나. 기부자의 인적 특성

한국복지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기부자는 자신을 경제적인 수준에서 중층이라

고 보는 사람이 50%, 중하층이 26.3%, 중상층이 16.3%로 보는 것으로 나타나 자

신이 인지하는 경제적 위치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전체의 92.6%에 이

른다. 강철희(1998)의 조사에 의해서도 월 소득 150만원에서 300만원 대를 중심으

로 분포되어 있다고 주장된다.

또한 한국복지재단의 조사를 중심으로 볼 때, 기부자 나이는 30대와 40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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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과 40대 초반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결혼 여부에서는 약 4분의 3

이 기혼자이며, 학력의 경우 약 과반수 이상이 전문 대학 이상의 학력 그리고 약

40%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기부자의 종교적 배경 분포에서는 개신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사대상자

의 29%에 이른다.

다. 기부동기

기부 활동의 동기로서 우리 나라 개인 기부자의 대부분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타인을 돕고 싶다는 단순한 자선의 심정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강

철희(1998)의 연구에서는 그 동기가 외부의 압력이나 사회적인 인정이나 경제적

인 여유에서보다는 이러한 자선에 기초한 것이라는 응답이 81.5%로 나타나 현재

우리나라 개인 기부자들의 대부분이 이타적인 동기를 중심으로 기부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지케 한다.

라. 소득공제에 대한 동기유발 정도

강철희의 자료에 의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기부 행위에 따른 소득 공제에 대해

서 개인 기부자의 약 90%가 익히 알고는 있으나 그중 약 56%가 소득 공제 혜택

을 현재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75.3%는 세금 혜택이 전혀 그들의 기부 행

위에 대한 동기로서 전혀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현재 소득공제액이 근로소득의 5% 내에서 인정되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인

식하기에 미약하는 점과 개인 기부에 있어서의 무대가성을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관습에 기초한 것이라 보여진다.

마. 개인기부시 선호영역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 대상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불우한

환경을 갖고 있는 대상과 관련된 활동이 가장 높은 기부 선호를 가짐을 보여준

다. 강철희는 조사에서 가장 선호되는 대상으로 소년소년 가장이 42%로 나타난

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빈곤 장애인과 빈곤 노인의 순이었고 실직자와 같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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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는 그 선호도가 낮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

선호가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다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대상 즉 불우 아동 및 청

소년, 빈곤 장애인, 빈곤 노인 등에 한정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기부 대상 분야에서도 선호 순위가 사회복지 분야, 종교 분야, 교육 분야,

시민 단체 분야 등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개인 기부자들의 집중된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바. 기부 결정시 참조사항

기부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있어서, 강철희는 조사에서 기부 활동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기부를 받는 프로그램과 대상 기관의 사회적 평판을

기관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즉 기부자

들은 기부를 할 때 기부를 받는 대상 기관의 기부 프로그램 내용(46%)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그 다음으로 기부를 받는 기관의 사회적 평판(28%)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부금의 운영 경비 또한 기부 행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한국복지재단의 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4%만이 기부금에

서 모금단체의 운영경비가 지급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상 모금단체의 도덕성과 봉사성, 헌신성의 인식이

너무 강한 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결국 이러한 국민정서를 생각한다면, 각

모금단체에서의 행정경비는 정부보조금이나 재단수입 등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적

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숙한 모금문화가 정착되어 나가면서

사실 정부보조금 등에 의한 운영경비의 조달이 오히려 모금단체의 독립성을 침해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이 인식된다면 향후 그 수용폭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2 ) 개인적 나눔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실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자선과 기부에 대하여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유인책(아니면 억제책)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등이 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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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및 증여 측면

가. 상속세의 측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

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 10) 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표

준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

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식 등 )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출연전 5년 이내에 다른 공

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등을 포함한다)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

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발행주식 총수 등 )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함으로써 주식 등을 공익목적으로

출연할 때 일정한 상한선을 두고 있다.

출연주식 등의 가액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한다)

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출연일 현재 출연하는 주

식 등과 다음의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계

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① 당해 주식 등을 출연하는 공익법인 등

② 당해 내국법인 및 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

른 공익법인 등

결론적으로 주식 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제액 한도는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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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출연주식의 가액계산법

주

식

총

액

① 출연받은 주식

②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④ 당해 내국법인 및 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 5%

특히 이러한 규정은 종전의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할

때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경우 내국법인

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때 공제혜택이 없어지던

것에 비하면 현재의 5% 규정조항은 개인적인 상속을 통한 자선과 기부를 위축하

는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증여세의 측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

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출연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는

그 내국 법인의 주식 등(출연 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등

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발생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하는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한 동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세무서장 등은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된 재산과,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을 출

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

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현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외한다(동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①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에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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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11)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로서 진도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 등과 취득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및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 12)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

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③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나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④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금액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

금액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

함한다)이 당해 매각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다. 이때 당해 매각금액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만 이를 적

용한다.

⑤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증여세를 과세한다(동법 시행령 제7항 제1호).

⑥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당해 공익법인 등의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합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

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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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 세무서장이 협의하는 경우로 한다)하여 따로 수혜

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에 있어서의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는

매우 엄격히 제한받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이러한 공익법인

설립을 가장하여 실제적인 상속 및 증여를 하는 탈세의 만성적인 횡행을 염두에

두고 설정된 규정으로 보이며, 이처럼 종전보다 후퇴된 기부환경이 실제 정상적

인 공익 목적을 지니고 상속과 증여를 통해 기부를 하려는 추세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2) 소득의 공제 측면

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 산입

사업소득 등에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기부금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상

의 그것과 동일하다. 즉,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의 무상기증이나 국방헌

금 및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품 등 법정기부금은

전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된다. 다만 이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산입된다(동법 제34

조 제2항).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7%와 출자금

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가 한도액이 된다.

그리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97.12.13자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지정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

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도액으로 함으

로써 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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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

동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지정기

부금과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

만, 지정기부금의 공제액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의 5%(사립학교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립학교 기부금과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의 5% 중 적

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를 한도로 한다. 이러한 기부금 공제는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지정·법정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부금공제액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단, ① 법정기부금：전액

② 지정기부금：근로소득금액 5% 한도

* 사립학교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5% 중 작은 금액

최근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보호대상자에 기부하는

기부액에 대하여 기부액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또한 공익목적의 기부는 근로

소득액의 10% 한도까지 소득세 공제를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에서 기부

와 자선을 상대적으로 장려하는 추세를 보임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 기부금품 모금 활성화의 측면

현재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엄존이다.

1965년 제정된 이 법은 당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찬조요구단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하에 제정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이 법 자체가 기부나 자선을 유도

할 모금사업 자체를 압박하는 전근대적 입법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 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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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이라 함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

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 등

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

나. 사찰·교회·향교 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정당·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 또

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라. 학교기성회·후원회·장학회 또는 동창회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라고 함으로써 대부분의 공익적 목적의 모금행위는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고 행

정자치부장관의 승인하에서만 인정받게 됨으로써 모금문화 자체를 부정하는 듯

하다.

따라서 이같은 법의 전면 폐지 또는 가칭 기부금품모집촉진법으로의 개정이

없는 한 우리 사회에 개인적인 기부와 자선을 유도하는 문화란 성립되기 어렵게

되어 있다.

3 ) 외국의 나눔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실태

(1) 일본의 경우

가. 개인이 공익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른 혜택이 적용된다.

첫째,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부과대상건물을 공익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로서,

이때는 토지, 건물, 산림, 미술공예품 등 평가성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1호에 기초하여 그 기부 시점의 시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기부자에 대

하여 그것의 취득시부터 기부시까지의 가치상 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산림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부과된다(모든 양도소득의 과세).



226 나눔의 경제 -보다 나은 공동체를 위하여-

또한 이러한 과세대상물건을 시가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기에 준한 과세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에 기초하

여 양도상대방은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둘째, 개인이 일반의 공익법인에게 기부금을 지출하여도 소득세의 기부금공제

를 받게 된다.

셋째, 기부가 지정기부금(大藏大臣이 지정한 기부금 내지 특정공익증진법인 등

에 대한 기부금)의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소득계산상 소득

세법 제78조에 기초하여 (연간소득×25%∼1만엔)까지 기부금 공제를 받는다.

넷째, 상속 또는 유산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는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에 기초하여 비과세한다.

이때 증여 등을 한 자가 그 친족 이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상속세, 증

여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결과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에

기초하여 과세한다.

나. 개인이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에 관하여는 신체장애자, 노인 등에 대한 소득세공제 등 각종의 세제

상의 특별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사회복지에 관한 세제상의 특별조치를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장해자, 노인 등의 개인에 관계된 과세의 특별조치

둘째, 신체장해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가용에 대한 비과세조치와 같이 사회복

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물품과 같은 것에 귀착되는 과세특별조치

셋째, 사회복지에 관하여 행해지는 사업에 귀속된 과세특례조치(특히 사회복지

법인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공공성에 제약되지 않고 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각종 과세특례조치가 있다).

이 가운데에서 세 번째 경우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을 행

함에 있어 적용가능한 과세특례조치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다. 예외적으로 법인 내지 인격이 없

는 사단 등도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지만 원래 이것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

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의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연중 개인의 소득이다.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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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득, 사업소득, 급여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의 각 금액을 합산한 총

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으로 분류되어 계산한다. 그러나 임시적으

로 생긴 소득에 있어서는 누진세율을 완화하기 때문에 산림소득·퇴직소득·장기

의 양도소득·일시소득·변동소득·임시소득 등에 대하여 특별한 과세조치가 존

재한다.

총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 내지 퇴직소득 금액은 각각의 수입금액으로부터 필

요한 경비 등을 차감하고 계산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Ⅰ- 5>와 같이 된다. 이

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초로 세율표 등을 이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것

으로부터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것이 소득세액이 되는 것이다.

<표 Ⅰ- 5> 과세표준의 산출공식

소 득 금 액 - 소 득 공 제 액 = 과 세 표 준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부동산소득

4. 사업소득

5. 급여소득

6. 양도소득

단, 장기의 경우는 1/ 2
7. 일시소득

단, 장기의 경우는 1/ 2
8. 잡소득

총소득

금 액

-

1. 잡손공제

2. 의료비공제

3. 사회보험료 공제

4. 소규모사업공제

5. 생명보험료 공제

6. 손해보험료공제

7. 기부금공제

8. 장해자공제

9. 노년자공제

10. 과부공제

11. 근로학생공제

12. 배우자공제

13. 배우자특별공제

14. 부양공제

15. 기초공제

=

과세총소득금액

과세산림소득금액

과세퇴직소득금액

9. 산림소득 → 산림소득금액

10.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결국 사회복지법인에 적용하는 비과세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사회복지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조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

회복지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 소

득의 종류로는 보통 각 사업년도의 소득과 청산소득, 그리고 퇴직 연금소득 등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내역과 산출방식은 <표 Ⅰ- 5>

에 있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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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인이 사회복지법인에게 기부한 경우의 기부금 공제는 아래의 식에 의

거한다.

25
연간소득금액 — 1만엔 = 기부금 공제액

100

셋째, 사회복지법인에 토지, 건물 등을 기부한 경우의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넷째, 수용 등에 동반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례과세 대상으로 삼아 비과

세한다.

<표 Ⅰ- 6> 기부자 측에 대한 세제혜택의 비교

기부자 세의
종류 대상 관계세법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개인 소득세 기부금 소득세법

제78조
혜택없음 연간소득(세법상)의

25% 범위내(단, 1만엔

은 공제)에서 혜택,
지정기부의 경우에도

그 한도내에서 혜택
토지·건물

등

조세특별조치

법 제40조
혜택없음

(기부한 토지 등의

평가액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

토지건물 등을 기부한

경우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조치된다
상속세 재산 조세특별조치

법 제70조의2
혜택없음

(재산을 기부하여도

상속세는 감면되지

않음)

유언장이 없어도 상속

인이 상속재산을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기부

하면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
주식회사
등의

법인

법인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이내)

법인세법

제37조
손금산입한도까지의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혜택을 받는다(손금산입한도액 =
자본금 2.5/ 1,000＋당해사업연도소득 2.5/
100 1/ 2). 단 용도가 불분명할 떄는

인정되지 않음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법인세법

제37조
혜택없음 일반의

손금산입한도와는

별도로 그와 동액의

특별손금산입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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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경우

가. 조세감면기관과 사회복지법인13)

미국에서 공익단체들에게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내국세입법

(Internal Revenue Code, IRC) 제501조 a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문에서는

세금감면을 받는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절차 및 조건 등을 밝히

고 있으며 이어 제501조 c항에서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기관들을 분류하여 놓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관련기관들의 경우 어떠한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는지를 보

여주는 것은 제501조 c의 3과 4이다.

먼저 501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기관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보면 <표 Ⅰ

- 7>과 같이 정리된다.

여기에서 특별히 (c)에 언급된 자선기관이란 다음과 같은 성격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 빈곤층, 소외계층 및 박탈계층에 대한 원조

② 종교의 진흥

③ 교육과 과학의 진흥

④ 공공건물, 기념비의 설립 및 유지

⑤ 정부부담의 완화

⑥ 이웃간의 긴장관계 완화

⑦ 편견 및 차별의 추방

⑧ 법에 보장된 인권의 수호

⑨ 지역사회환경의 열악화와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응

등이 주요한 유형의 기관들로 열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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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7> 내국세입법 501조의 면세기관 관련조항

501조의 항 면세에 대한 규정조항 및 면세기관
501(a) 면세에 대한 원칙
501(b) 수익사업 및 기타활동에 대한 과세 원칙

501(c)

(1) 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재단법인

(3)
종교·자선·과학·공공안전·문학·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국
내외적 아마추어경기를 유치하기 위하여, 또는 아동이나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조직된 법인, 자선단체, 기금 및 재단

(4) 사회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기관

(5) 노동,농업 또는 horiculture단체

(6)
비영리로 운영되는 경제단체, 상공회의소, 토지위원회, 무역위원회 또는
프로미식축구단체

(7) 사교 및 오락클럽

(8) 우애공제조합

(9) 자발적인 피고용자공제조합

(10) 국내우애조합

(11) 교원공제회

(12) 구제생명보험협성

(13) 회원위주로 운영되는 비영리 묘지회사

(14) 상호이익을 목적으로한 비영리 신용조합

(15) 상호보험회사

(16) 곡물경작지원회사

(17) 보조적 실업보상급여를 지급하는 신탁

(18) 피고용인의 기여에 의해 기금화된 연금제도하의 신탁

(19) 미 육군 현역 또는 퇴역자단체

(20) 법률서비스회사

(21) 진폐증신탁

(22) 고용자연금계획

(23) 1880년 이전 결성된 재향군인회

(24) 피고용인 퇴직수입안정법 4049조에 의거 결성된 신탁

(25) 연금지주회사

501(d) 종교 및 사도직 단체

501(e) 병원서비스 단체

501(f) 교육기관 단체

나. 기부금의 처리과정14)

미국에서 말하는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s )이란 자발적이고 아무런 대

가를 취하거나 기대하지 않으면서, 자격이 부여된 기관(a qualifie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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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주는, 또는 그 기관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물품이나 금전을 말한다.

이때 자격이 부여된 기관에 기부할 때에만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러한 기관은 대개 5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 공동모금, 법인, 트러스트, 기금, 재단 등

이는 미국정부나 주정부, 콜롬비아지구 및 미국이 소유하는 지역의 제법률에

기초하여 조직되고 설립된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 종교적 목적

▷ 자선적 목적

▷ 교육적 목적

▷ 과학적 목적

▷ 문학적 목적

▷ 아동이나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할 목적

이외에도 국내의 그리고 국제적인 아마추어경기의 선수들을 숙식시키기 위한

특정기관도 역시 자격이 부여된다.

(나) 전쟁유공자의 기관(War veterance ' s organizations)

(다) 국내 공제조합(domestic fraternal societies)

(라) 비영리의 장묘회사 및 법인

(마) 미국정부 및 주정부, 콜럼비아지구,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미국소유지역,

미국정부나 주정부의 정치적 소유체, 인디안부족 정부 등

위의 기관에 기부한 경우 그 기부종류 및 방법에 따라 소득의 50%, 30%, 20%

까지 각각 공제의 한도액이 적용되어진다. 우선 공제가 가능한 경우를 몇가지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혜택에 대한 대가로서의 기부

기부를 한 대가로서 일종의 혜택을 받는 경우, 그 혜택의 시장가치 이상으로

지불된 만큼에 대하여 기부로 본다.

예컨대, 교회에서 하는 자선음악회 입장권이 65달러에 팔린다고 하자. 그러나

실제 이와 같은 음악회의 입장권은 25달러에 거래되는 것이 상례라고 하면 시장

가치를 초과한 40달러는 자선적인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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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자선단체의 주선으로 일주일간 해안가 별장에 머물며 기금마련에 600

달러를 제공한 경우, 이는 정상적인 임대료수준에 걸맞으므로 이때에는 자선기부

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는 각종 스포츠행사나 자선행사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

이며 나아가 자선기관과 같은 자격이 갖추어진 기관의 회원이 되면서 낸 회원권

구입액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불금액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예컨대, 기부의 대가로서

책갈피, 달력, 컵, 모자 등 저가의 기념품을 받았다거나 기부를 하지 않았어도 받

을 수 있었던 물품을 받았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 자원봉사를 위한 경비지출

자격기관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돈이 있을 때 일정정

도는 공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지출액이

① 상환되지 않을 것

②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③ 오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④ 개인적이거나 생활상의 지출 또는 가정내의 지출

등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몇가지 상황에 대하여 공제여부를 따진다면 아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의 기부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가) 개인에 대한 기부

▷ 우애조합에 대한 기부

회원간의 의료비 또는 사망시의 매장비용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

부는 공제 불가

▷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 대한 기부

개인에 대한 기부는 물론 소득의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만일 자선기관에 기

부하는 경우, 특정개인을 지정하여 기부할 때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그렇

지 않고 특정한 개인을 지목하여 기부하지 않을 시는 소득공제대상이 된다.

(나)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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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부의 대가로 혜택을 본 경우

(라) 수혈 등의 기부나 상실된 시간에 대한 보상일 때

(마) 개인적인 경비

(바) 재산의 부분적 기부

공제한도에 있어서 보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해의 기부인정 총한도액을

조정된 총소득의 20%, 30%, 50% 등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각각

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50% 한도인 경우

① 교회 및 교회단체

② 정규교수진 및 교과목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

③ 병원 및 의료연구단체 및 관련기관

④ 주정부나 시정부, 대학 등을 위하여 이익을 주는 지출을 하도록 자산을

소유하거나 투자하는 기관 그리고 연방정부나 주 또는 정치단체로부터 근

본적인 지원을 받는 기관

⑤ 연방정부, 주정부, 콜럼비아지구,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미국의 관할지역,

주정부의 소속부서 등

⑥ 자선·종교·교육·과학·문자해독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동 및 동물학

대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트러스트, 공동모금단체 등. 이 경

우 이들 단체들은 공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5)

⑦ 위의 경우처럼 공적으로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그들이 공중의 이익에 부

합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의 기관

⑧ 개인적인 운영재단 등등

(나) 30% 한도인 경우

① 50% 한도액을 적용받는 기부자격인정기관외의 여타 모든 기관

② 동거하는 학생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

③ 50% 한도기관에게 제공된 자본이득자산

(다) 20% 한도인 경우

50% 한도액을 적용받는 기부자격인정기관 외의 기관에 기부한 자본이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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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미국의 경우 기부나 자선에 대하여 매우 관대하고 구체적인 원

칙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우리의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4 . 결론 : 나눔의 전망과 활성화 방안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향후 개인의 나눔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는지를 결론적으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개인의 기부와 자선에 대한 인식의 변환이 요구된다. 이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갑자기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사

회, 문화적 발전단계를 보아 성숙한 기부문화가 자리잡을 때에 이르렀다는 점에

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자신의 부에 대한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인식, 무한 경쟁에 의하여 능력에 따라

소득과 부가 결정되는 사회이지만, 시장경제의 폐해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기

부와 자선의 미덕을 확고히 인정하는 의식이 자리잡지 않는 한 건전한 기부 및

자선의 문화는 정착되기 힘들다.

이는 나눔이 갖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의미의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과도 일

맥상통한다. 결국 나눔은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전 사회구성원의 인정과 그에 대한

극복과정으로써 필연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으로써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나눔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

과 같은 소극적이고 규제적인 관점에서의 장치들은 나눔의 문화 정착에 족쇄역할

을 할 뿐이다. 기부와 자선을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출하는 제도적인 인프라

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기부와 자선에 대한 규제적 의미의 법과 제도

들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구성원들에게 나눔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알리며, 이를

통해 자선과 기부가 하나의 건전한 문화로 자리잡도록 모금기관 및 모금문화가

성숙되어야 한다. 미국의 상업적 수단까지도 거침없이 모금시장에 적용되는 방식

까지는 재고해 보아야겠지만, 우리처럼 엄숙주의나 극단적 동정심에 기초한 모금

문화나 모금단체의 전략으로는 나눔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뚜렷한 한계를

지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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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근본적으로 국가의 복지재정 운용상 민간부문으로부터의 나눔에 의한 자

발적인 재원조성이 어떠한 부문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그 활용가치를 띠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안목이 사회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국가에서 행해야

할 공공복지부문에 대해서까지 민간부문이 떠 안는 상황은 국가의 복지재정운용

의 측면에서는 물론 복지사회의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상(像)과 관련하여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16)

결국 우리 사회내에 뿌리박히는 나눔의 문화는 한 개인에게 있어 인간적인 성

숙함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체계의

구성에까지 연결될 때 비로소 그 의의를 다한다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나눔에 대한 진지한 접근은 매우 시사적이고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236 나눔의 경제 -보다 나은 공동체를 위하여-

註

1) R. M. T itmuss (1970), The Gift Relationship, London: Allen & Unwin

2) J. E. Stiglitz(1988), Economics of Public Sector , New York : Norton , p.107.

3) 여기서 사용한 법정 복지비란 용어는 노동부의 노동비용 분류기준과 상이하다. 노동부 자료(1998: 7∼
8)에서는 법정 복지비가 사회보험의 고용주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부담금 등의 지출을 의미한다. 그러
나 본고에서는 고용주 사회보험부담금이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금을 통해 지출되므로, 공공부문지출로
분류하며, 퇴직금과 유급출산휴가비용 등을 법정 복지비로 분류한다. 비법정복지비는 노동부 기준과
동일하다. 관련된 내용으로 본고의 2.3절 참조

4)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은 공공부문 지출만을 의미하였으나 강제 기업연금의 보편화 등 제도의
변화로 공적 성격과 사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회색지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OECD나
EUROST AT 등은 회색지대에 속하는 제도를 법정 민간제도 mandatory p rivate schem e로 분류하여
사회복지재정 지출 범주에 포함시키고 통계생산을 하는 추세이다.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0), 공동모금회의 장기발전계획.

6) 공동모금회, 위의 자료.

7) 현재 전국적으로 2,3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존재하는데, 1996년 시설당 평균후원금 2,600만원을 고려
하면 연간 약 600억원 정도의 기부금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는 <표 4>에서 이미 계산
된 모금액이 중복 계산된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히 합산하여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부자료.

9) 이 부분은 강철희, 한국모금문화의 현재와 선진화 과제 , 모금문화의 선진화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999.7.

10) 동법 제16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이와 유
사한 사업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중소
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등의 사업으로
한다.

11)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
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12) 다른 공익법인 등 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 및 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13) Internal Revenue Service, T ax Exempt Status for Your Organization , P ublication 557, Department
of the T reasury , May 1997.

14) Internal Revenue Service, Charitable Contributions, P ublication 526, Department of the T reasury ,
Nov. 1996.

1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이 항목에 해당되므로 50%에 해당하는 기부금 한도를 적용받음을 알 수 있
다.

16) 조흥식·이태수, 공동모금제도와 민간복지부문의 역할 , 한국사회복지학회, 통권 38호, 1999 여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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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나눔의 경제와 자원봉사

주성수(한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겸 제3섹터연구소장)

1. 나눔의 사회 와 자원봉사

나눔의 경제가 실현되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시간을 나누는 일이 아마도 가

장 소중한 나눔일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시간이고, 또 시

간의 나눔을 통해 사람들은 가장 값진 개인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시간의 나눔이 자원봉사활동(volunteering)

이다.

최근에 와서 자원봉사활동이 세계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시간의 나눔을 통해 갖게 되는 여러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 호의, 소속감, 네트

워크 등의 값진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을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바꿔 얘

기하면 사회자본은 시민들에게 정보, 신뢰, 소속감 등의 자원을 제공하며 자원봉

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Wilson & Musick, 1998)

오늘날 세계적으로 시민사회(civil society ) 영역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동기

들 가운데 하나도 시민사회가 마치 사회자본을 생산하는 공장과도 같은 많은 가

치,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유럽

의 학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기초로 하는 사회자본과 유럽민주주의 역사와 현황

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해서, (상호협력에 이바지하는 공유된 신뢰의 규범으로

이해되는) 사회자본은 정치적 효능과 민주적 성과에 기여하는 시민사회의 시멘트

이다 고 결론짓고 있다.(van Deth et al., 1999)

따라서 사회자본은 현대 경제의 효율적인 기능에 중요하며, 또한 안정적인 자

유 민주주의의 필수요건이다 고 후쿠야마(Fukuyama, 1999)는 강조한다. 그는 자

신의 대표작, 『신뢰: 사회적 미덕과 번영의 창조』(1995)에서는 사회자본론적 접

근을 통해 각국의 경제발전을 비교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는 자원봉사와 같

은 사회구성원간의 자발적 협동을 가능케 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신뢰(trust )에 기

반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제 자원봉사가 나눔의 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자본 축적의 실질적인

전략이자 시민 일상생활의 일부라는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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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과 실태에 대한 이해를 거쳐, 자원봉사와 시민사회 및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한 거시적 논의의 순서가 적합할 듯 싶다. 즉, 나눔의 사회를 먼저 이해하는 것

이 순서일 것 같다.

1) 자원봉사의 개념과 정신

자원봉사자, 즉 볼런티어(volunteer )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

러 가지 사회문제를 통제하며 개선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고 공사의 조직에 대하

여 가치있는 일에 보수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 이다. 볼런티어의 어원은

자발적인 의지(will)와 욕망(desire)을 뜻하는 라틴어 voluntus 에서 비롯된 것이

며, 볼런티어는 원래 헬라어로 이웃사랑을 위해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이라

고 한다.

또 자원봉사 활동이란 무엇인가? 1990년에 채택된 세계자원봉사자선언은 다

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2) 적극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는 것

3)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삶의 질, 인간상호간의 연대감을 드높이는 것

4) 조직적 형태를 지니면서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하는 활동

5) 현재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도전, 즉 더욱 선하고 평화로운 세계의 창조를

위한 응답

6) 경제생활의 활성화에 공헌하고 직업이나 새로운 전문가를 창출하는 것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원봉사는 아래와 같은 5대 기본정신에 기초한다.

첫째는 자발성으로, 오로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활동한다.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자발성이 으뜸 정신으로 꼽힌다. 권력이나 외부의 압력, 회유, 체면 등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강제 혹은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는 이타성으로 다른 사람과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베푸는 활동이다. 자원

봉사자는 자기 이익을 쫓는 이기성을 버리고 남과 이웃을 위하는 이타성을 살리

는 인간사랑, 휴머니즘에 충실한다. 소외된 이웃의 잃어버린 인간성과 인간의 존

엄성을 회복하는 활동이 바로 자원봉사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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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사회성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사회적 활동이다. 자원

봉사자는 자기만의 삶을 위하거나 혼자서만 하지 않는다. 사회라는 공동체에 소

속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삶, 인간다운 삶을 위해 활동한다.

넷째는 무보수성으로, 보수, 수당 등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 보

수 직원이 받는 급여의 절반 정도만 받고 일하는 것도 아르바이트가 되어 무급성

원칙에 위배된다.

다섯째는 자아실현성으로, 정신적 보람만을 추구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정신적

보람, 즉 자기성취감, 만족감, 생의 기쁨과 만족을 구하는 활동이다.

2 )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

자원봉사자는 누구인가? 이제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러 형

태의 자료가 제시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활동인구, 연령, 성별, 활

동시간 등을 국가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자료인 유럽 9개국의 사례는 영

국자원봉사센터가 1995년에 조사한 결과이며, 미국의 자료는 전국비영리단체연합

체인 Independent Sector의 1996년과 1999년 자료, 그리고 한국은 중앙일보사의

1996년 그리고 볼런티어21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1999년 전국조사 결과를 참고한

것이다.

(1) 자원봉사 인구의 특성

1999년 미국의 자원봉사 인구는 미국 역사상 최고이자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

다. 1998∼99년 1년 기간에 18세 이상 인구의 56%, 1억 800만명이 자원봉사에 참

여했다고 한다. 또 같은 해 한국에서는 한국 역사상 최고인 20세 이상 성인의

14%인 약 390만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가에 따라 14∼18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유럽국가들의 경우,

1990년대 중반 현재 평균치(27%)가 미국(49%)에 크게 뒤져있는 가운데 네덜란

드, 스웨덴, 영국, 벨기에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다.

또 연령별로는, 먼저 유럽의 경우 <표 Ⅱ- 1>에서 엿볼 수 있듯이 벨기에가 35

세 이하 참여가 높으며 미국에서는 35∼54세 청장년층 참여가 가장 높으면서 다

양한 연령층에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20대 20%, 30대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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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27.9%, 그리고 50대 이상 22.8%로 나타나 30대 연령층에서 비교적 높은 비

율로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국가마다 차이가 분명하다. <표 Ⅱ- 1>에 나타난 유럽과 미국 10개의

평균에서는 여성 참여가 높지만,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5

개국에서는 오히려 남성 자원봉사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

우, 남성 45.1%, 여성 54.9%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Ⅱ- 1> 유럽과 미국의 자원봉사 인구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미국

남

여

27%
35

21%
18

29%
27

18%
17

17%
24

43%
34

12%
12

38%
32

31%
36

44%
51

24이하

25∼34
35∼44
45∼54
55∼64
64이상

37
34
30
32
29
22

15
24
17
29
19
14

26
24
43
33
20
17

23
16
18
21
18
13

42
20
35
33
31
12

34
33
44
39
44
37

5
7

17
17
12
17

32
32
39
42
34
36

37
35
40
36
25
30

45
46
55
54
47
43

전체 32 19 28 18 25 38 12 36 34 49

자료 : Gastin & Smith, 1997.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아지고, 학력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낮

아지는가? 미국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아지는 일반성이

있다. 고졸 이하 학력층에서는 36%가 참여한데 불과했지만, 2년제 대학졸업 계층

에서는 54%로 높아지고, 또 4년제 대학 이상 계층에서는 71%로 더욱 높아진다.

미국의 역사적 전통이 되어온 고학력층의 도덕적 의무감(noblesse oblige)이 잘

실천되고 있는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는 참여가 높지만 중학력층에 비

해서는 참여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졸 학력층에서 가장 높은 자원봉사 참

여율을 보여준다. 이는 주부층에서 많이 참여한 결과를 반증해주는 것이다. 초등

학교 졸업 이하가 7.9%로 가장 낮고 중졸이 9.3%로 높아지면서 고졸은 48.8%로

가장 많고, 대재 이상은 34%로 다시 떨어지는 비율을 보여준다.

한편 소득별 구분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다분히 중간소득 계층, 즉 중산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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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이 되는 활동이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평균소득 1만달러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자원봉사 인구가 35%에 지나지 않지만, 소득이 중간소득을

넘어 고소득층까지 점차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비례해서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즉, 고소득층의 도덕적 의무정신이 잘 지켜지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

다. 1만∼19,999 34%, 2만∼29,999 45%, 3만∼39,999 46%, 4만∼49,999 53%,

5만∼74,999 60%, 7.5만∼99,999 65%, 10만달러 이상 69%로 꾸준히 높아진다.

한국의 경우,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4.1%에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100∼

149만원 24.6%, 150∼199만원 23.1%, 200∼249만원 22.6%로 중간소득층이 대다수

를 이루다가 250∼299만원으로 소득이 높아지면서 5.2%로 떨어지고 다시 3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10.4%로 다소 높아지는 비율을 보여준다.

(2) 자원봉사활동 기간과 역할

자원봉사자는 보통 1달 1회 정도, 1회에 3∼4시간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일

반적이다. 유럽의 경우, 아래의 <표 Ⅱ- 2>에서 볼 수 있듯이 1달 1회 이상이 전

체 봉사자의 50%(영국)에서 85%(독일)에 이르고 있다. 또 활동시간은 1달 5∼10

시간과 11∼20시간이 가장 많고, 21시간 이상이 그 다음, 그리고 가장 낮은 1∼4

시간 활동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사정도 비슷하다. 1995년에

는 1주 평균 4.2시간이었지만, 최근 1999년에는 3.5시간으로 활동인구는 늘어난

반면에 활동시간이 매우 위축되었다.

한국의 경우, 1년동안 1주 2.2시간을 활동한 것으로 조사되어 활동시간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평균에 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자원봉사는 주로 어디에서 이뤄지는 활동인가? 자원봉사는 시민사회, 즉 제

3섹터 영역에서 주로 이뤄지는 활동이라는 이론에 맞는 활동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전체의 46%(불가리아)에서 89%

(스웨덴)가 제3섹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 다음 정부 영역에서도 자원

봉사활동이 어느 정도 비중있게 이뤄지고 있는 사례를 벨기에(20%)와 슬로바키

아(23%)에서 찾아볼 수 있고, 덴마크와 독일에서도 경시될 수 없는 수준(11%)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70년대 말에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가

운데 20∼30% 가량은 정부기관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또 다른 20∼30% 가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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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1985년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의 20% 이상이 정부 업무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조사되었다.

<표 Ⅱ- 2> 유럽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 영역 및 분야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1달 1회이상 60% 64% 71% 85% 66% 77% 56% 64% 50%
1달 1∼4시간 13 15 17 14 23 20 18 14 19

5∼10시간 27 21 32 32 29 28 30 36 37
11∼20시간 20 21 25 23 22 32 21 26 28
21시간이상 22 11 23 19 17 20 20 20 21

제3섹터 56 46 84 73 82 82 65 89 76
정부 20 6 11 11 4 9 23 3 9
기업 2 10 1 5 1 1 2 1 2
스포츠/

레크레이션
23 4 48 29 39 34 12 40 20

의료보건 6 8 2 8 7 8 10 3 13
사회서비스 13 14 11 26 22 16 10 11 22
교육/ 아동 8 7 6 16 11 16 7 7 23
교육/ 성인 1 7 6 8 2 2 8 5 4
예술문화 3 10 - 8 4 7 6 11 5
공동체개발 37 17 7 16 16 8 8 3 7
권익옹호 35 5 7 8 3 3 4 1 1
고용/ 훈련 1 16 7 1 1 0 2 2 1
주택 0 20 7 2 1 2 5 4 1
법/ 범죄 1 3 5 2 1 2 2 0 4
환경보호 1 13 1 9 3 2 6 6 6
정치 2 9 - 8 1 3 4 4 2
동물복지 5 13 - 4 2 1 4 2 4
노조/ 협회 1 6 5 6 1 2 3 9 2
국제/ 인권 8 5 4 4 2 2 2 8 3
종교 15 4 4 21 14 11 4 15 17

자료 : Gastin & Smith , 1997.

다음으로 활동분야별로는, 유럽에서는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사회서비스, 종교

에 집중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종교(18.9%), 교육(12.4%), 청소년(9.2%), 보건의료

(8.5%), 사회서비스(7.5%) 등에 집중되어 있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종교단체(34.4%), 사회복지기관(23.9%), 시민단체활동(11.2%), 교

육기관(7.9%)를 보여준다. 즉, 한국 사회의 발전 수준에서는 아직도 사회복지의

수요가 가장 높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 자원봉사자는 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이 또한 국가마다 뚜렷한 차

이가 있다. 먼저 유럽 9개국의 평균을 보면, 모금활동과 제3섹터위원회 활동이 각

각 27%, 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복지대상자 방문과 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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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육과 훈련 17%, 교통봉사 16% 등으로 소개된다. 제1, 2순위는 곧 시민사

회의 NGO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유럽의 자

원봉사자는 시민사회의 건설에 직접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금활동 16%, 상담 11%, 행사조직 10%

등이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활동이며, 복지수혜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활동이

가장 많은 24%를 차지하고 이어서 청소년 관련 11%, 방문과 친교 9% 등이다.

한국에서는 중앙일보(1996)가 조사한 전국 자료를 보면 양로원/노인정 노인돕

기 21.5%, 장애인돕기/체육대회돕기 16.4%, 보육원/고아원 돕기 13.6% 등 주로

사회복지 관련 비전문 활동에 쏠려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는 활동을 통해 어떤 보람을 얻고 있는가? 자원봉사 활동이

공공재화를 생산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인정되지만, 사실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다. 다만 자원봉사자

개인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보람을 얻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인들이 복수로 응답한 자원봉사의 보람을 살펴보면, 정말 즐거웠다 51%,

사람을 만나 친구를 사귀었다 36%, 활동결과를 보는 만족이 있었다 34%, 나

를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도움을 준다 29%, 나의 삶의 경험을 넓혀

준다 24% 등으로 나타났다.

3 ) 자원봉사와 시민사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자원봉사는 각국마다 시민사회 운동으로 원동력을 더

해가고 있으며, 지구촌 곳곳에서 난민구호, 재난구호, 환경보호 등의 다양한 영역

에서 지구촌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글로벌 시민사

회 (global civil society )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논의를 시작했다.(Salamon,

1999) 즉, 시민사회가 국경을 뛰어넘어 지구촌 전체를 포용하는 글로벌 공동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나아가서 점차 국가의 시대가 저물고

시민사회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패러다임 이동까지 얘기되고 있는 논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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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의 자원봉사 의무

사실 시민사회의 전통은 각국마다 사정은 여러 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

주지만 서구 선진사회가 시민사회를 추구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

해볼 수 있다. 그 공통점들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시민의 자원봉사활동

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서구 7개국과 동구 2개국 등 9개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시민들

의 자원봉사 의식을 살펴봄으로써 시민사회와 자원봉사의 밀접한 관계를 검증해

본다.

유럽인들에게 누구나 평생 어느 때에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하는 물음에 약 절반 가량이 그렇다는 동의를 표시하고 있다. 전체 평

균적으로 48%가 동의하고 있고 33%가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가장 강한 자원봉

사의 도덕적 책임감을 나타내는 국가는 동구권 불가리아로 나타났고, 스웨덴과

영국 국민들은 긍정보다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이 크게 돋보인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원봉사를 시민의 도덕

적 책임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자원봉사자 가운데는 60%가 넘고 있지만, 비자원

봉사자 사이에서는 44%에 머물러 있다.

<표 Ⅱ- 3> 자원봉사자 시민의 의무, 정부의 책임, 민주사회의 역할
: 유럽 9개국 설문

전체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바
키아 스웨덴 영국

누구나 평생 어느 때에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동의한다 48 59 66 - 37 46 49 51 42 41

동의하지 않는다 33 20 15 - 35 35 41 20 45 52

정부가 맡은 책임을 다하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필요는 결코 없는가?
동의한다 37 48 42 19 35 43 31 36 11 53

동의하지 않는다 45 36 37 72 42 43 57 30 77 41

자원봉사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역할로써 시민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가?
동의한다 62 62 51 85 56 68 73 45 74 69

동의하지 않는다 16 14 22 9 17 10 15 18 9 21

자료 : Gastin & Smith , A N ew Civic E urop 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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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봉사와 정부의 책임

복지국가로 상징되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정부의 만능적인 책임과 관련된 문

항에서는 아직도 정부의 책임 완수를 고집하는 경향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 3>의 중간에서처럼 정부가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게 되면 시민의 자원

봉사활동이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전체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나름

대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보다 이곳 유럽권에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주문이 더욱 강하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벨기에, 불가리아, 영국에서 이런 여론이 더욱 강하다.

반면에 정부의 책임완수와는 별도로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45%) 의견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앞에서도 그러하

지만 다시 여기에서도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가장 강력한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를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

욱 뚜렷하다. 즉,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자원봉사자가 정부의 책임과 관계없이 자

원봉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욱 강하다(Gastin & Smith, 1997).

(3 ) 자원봉사와 민주주의

다음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향하는 민주사회에서 자원봉사가 시민들

의 적극적인 역할로써 시민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는 유럽인 전

체 62%가 긍정적인 동의를 표시했고, 16%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 등의 스칸디나비아 시민들의 부정보다 훨씬 높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또한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원봉사자는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더욱 높은

비율의 동의를 보여준다. 즉 자원봉사자는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데 비해, 비

자원봉사자 2분의 1 정도가 동의한다.

이상과 같이 유럽인들이 의식하고 있는 자원봉사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유럽

에서는 자원봉사는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표현해 주며 또 건설하는 토대 역할

을 한다는 것이 위의 연구를 맡은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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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 자원봉사가 시민들로 하여금 민주사회에서 활동적인

역할을 맡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유럽인들이 10명 가운데 6명이나 되었고, 2) 훌

륭한 시민이 되려면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강조하는 유럽인들

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자원봉사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유럽인

들의 시각이다. 첫째는 일반 시민들이 고루 참여하는 기회와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자원봉사의 기회 균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민주적 과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 균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인 것이

다.(Gastin & Smith, 1997)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자, 고학력자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고 그 이하 계층으로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서 전문봉사의 활성화 때문에 이같은 중산층 이상 계층 편중현상이 더

욱 심화될 조짐이 있다. 복지 다원주의 (welfare pluralism)를 조장하는 정부정책

의 영향으로 복지서비스 공급이 전문복지기관 등 시민사회 영역으로 대폭 이양되

면서 많은 자원봉사 관련 단체들이 전문직 봉사자들의 모집과 활용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문화가 지속되다보면 자원봉사자마저도 직

원들에 의해 대체되는 가능성도 있다(Gastin & Smith, 1997).

2 . 나눔의 경제 와 자원봉사

이제 나눔의 사회에서 나눔의 경제로 관심을 바꿔보자. 지금까지는 자원봉사

가 나눔의 사회, 즉 민주적 시민사회의 건설에 밑거름이라는 논의를 정리하였고,

여기에서는 자원봉사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적 기여에 관한 논의로 관

심을 모아 본다.

나아가서 자원봉사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주요 이해당사자(stakeholders)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이해당사자는 시민사회의 주역이

되는 NGO(비정부단체) 혹은 NPO(비영리단체)이며, 다음으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다.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사회 영역의 자율적인 활동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와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나눔의 경제에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의 몫을 갖고 있는 기업의 역할

에 대해서도 선진사회에서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기업 임직원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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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뿐 아니라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한 경제적 가치

를 생산한다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서구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실업대책으로서의 자원봉사 활동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의 경제적 기여도는 결코 경시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공공근로 사업

형태로 도입된 서구의 유급 자원봉사 제도는 서구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주

요 실업대책이며, 영국의 경우 토니 블레어 집권 이후에 등장한 뉴딜 (New

Deal) 정책의 주요 일부가 되고 있다.(주성수, 1999a, 1999b)

사실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는 비용과 효과를 엄밀히 계산할 수 없다는 측면

에서 모호한 계산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의 서비

스 제공과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가 발생하는 공공재(public goods)이지만, 자원봉

사로 발생하는 비용과 이득은 자원봉사자와 대상자 양자 모두의 손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Brown, 1999) 아래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시간투자를 비농

업 분야 평균임금으로 환산하는 간편한 방법이 대신 이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이다.

1) 자원봉사의 경제적 기여

아래에서는 우선 시민사회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고, 자원봉사자

의 시간 기여를 풀타임 근로자의 임금으로 환산해본 경제적 기여와 고용창출 효

과를 소개하는 Salamon 등(1999)의 최근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1) 시민사회의 경제적 규모

시민사회 혹은 제3섹터(third sector )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 세계 전체를

볼 수 있는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Salamon 등의 연구팀이 조사한

22개국 조사결과를 보면 시민사회의 규모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경시

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시민사회의 지출규모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

면, 22개국 평균이 4.6%, 1.1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곧 22개국 시민사회를 하나

의 국가로 본다면, 영국과 이탈리아의 GDP 규모와 같고, 세계 제8위에 해당되는

경제적 규모로 볼 수 있다.



248 나눔의 경제 -보다 나은 공동체를 위하여-

각국별 비교자료는 아래의 <표 Ⅱ- 4>에 소개되어 있듯이 네덜란드가 세계에

서 가장 광범위한 시민사회 영역을 갖고 있는데, 그 규모가 GDP의 15.3%에 이르

는 거대한 규모이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12.6%, 아일랜드 8.6%, 미국 6.9%, 영국

6.6% 순서를 엿볼 수 있다.

(2) 자원봉사의 경제적 규모

다음으로 <표 Ⅱ- 4>에는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비농업 노동인구의

평균임금으로 환산한 결과를 보여 준다.

22개국 평균에서 자원봉사를 포함시키면 4.6%에서 5.7%로 1.1%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증가의 폭은 국가마다 차이를 보여준다. 미국과 영국, 독일

과 프랑스를 비교해 보면 매우 흥미롭다. 미국에 비해 영국의 시민사회 규모가

작지만 자원봉사 인구의 기여도를 더하면 오히려 더 커지며, 독일에 비교해본 프

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표 Ⅱ- 4> 시민사회와 자원봉사의 GDP와 고용 비중
(단위 : %)

국가 GDP 자원봉사 전체 총고용 자원봉사 전체
네덜란드 15.3 3.5 18.8 12.6 6.1 18.7
아일랜드 8.6 0.9 9.5 11.5 - -
벨기에 5.6 1.5 7.1 10.5 - -
이스라엘 12.6 - - 9.2 2.8 11.0
미국 6.9 1.4 8.3 7.8 4.1 11.9
오스트레일리아 5.2 1.1 6.3 7.2 2.9 10.1
영국 6.6 2.6 9.2 6.2 4.4 10.6
독일 3.9 1.9 5.8 4.9 3.1 8.0
프랑스 3.8 1.9 5.8 4.9 4.7 9.6
22개국 평균 4 .6 1.1 5 .7 4 .8 2 .1 6 .9
스페인 4.0 1.2 5.2 4.5 2.3 6.8
오스트리아 - - - 4.5 - -
아르헨티나 - - - 3.7 2.3 6.0
일본 4.5 0.5 5.0 3.5 1.1 4.6
핀란드 3.8 2.0 5.8 3.0 3.3 6.3
체코 1.6 0.3 1.9 1.7 1.0 2.7
헝가리 2.8 0.1 2.9 1.3 0.3 1.6
멕시코 0.5 0.0 0.5 0.4 0.3 0.7
자료 : Salamon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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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봉사의 고용효과

자원봉사의 경제적 기여도를 풀타임 노동력의 비중을 환산해 볼 수도 있다. 22

개국 평균을 우선 살펴보면, 총고용 평균이 4.8%이고 여기에 자원봉사자 노동력

을 포함시키면 6.9%로 늘어나 그 차이가 2.1%가 된다. 또 이것을 공공분야 고용

의 비중으로 바꿔 계산해보면, 22개국 공공고용이 총고용의 27.6%이지만 여기에

자원봉사 고용 12.5%을 추가시키면 40.8%로 늘어난다.

또 <표 Ⅱ- 4>에서는 각국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 네덜란드는 12.6%에서 18.7%로 또 크게 늘어나고, 프랑스의 경우 4.9%에서

9.6%로 약 두 배가 늘어날 정도로 대단하다.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기여를 미국과 한국의 사례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만하다. 먼저 미국에서는 매년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 1999년의 계산법으로는

자원봉사자(18세 이상 56%) 1억 940만명 × 1주 평균 활동시간 4.2 × 시간당

$ 14.83 〓 22억 5,900만 달러가 된다. 이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자원봉사 활동을

계산하면(볼런티어21, 1999), 자원봉사의 경제적 기여가 연간 2조 4,545억원에 달

한다고 한다.

2 ) 자원봉사와 N GO의 역할

시민사회라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체는 NGO이며, NGO라는 단체에서 주체적

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NGO를 매개로 시

민사회를 일궈가는 민주사회의 주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봉사활동의 영역은 정부와 기업

영역이 아닌 시민사회 영역이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경로를 살펴보면 시민사회

의 NGO를 통해 혹은 사적 단체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자원봉사의 원천

1999년 미국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운 것은 바로 주위에

서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해 볼 것을 권유한 결과였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강

조해주고 있다. 이런 요청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90%가 봉사활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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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한다. 요청한 사람은 친구 50%, 종교 교우 32%, 가족과 친지 19%, 직장

동료 12%로 나타났다.

또 유럽 9개국의 경우도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 중요한 계기가 누군가 요청

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3%에 달한다. 이에 비해 자신이 직접 알아서 신청하고

나섰다는 경우는 35%에 이른다. 누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과 친구

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단체·조직의 회원으로서 27%, 종교단체 13% 등이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조사 결과를 보면, 누군가의 요청 18.6%와 스스로 찾았다

22.9%를 비교해 보면 누군가의 요청이 매우 빈약해서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권유하는 사회적 분위기만 조성되면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단체·조직·직장을 통해서가 50% 절반이라는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을 보면 아래에서 논의할 단체와 조직의 역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누군가 권유했다는 누구에 대해 살펴보면, 친구 25%, 가

족친지 6.8%, 이웃 6.8%이며, 가장 높게는 종교단체 22.7%, 학교 11.4%, 직장 동

료 11.4% 등이다.

한국의 자원봉사 활동이 단체와 조직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다

는 것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 단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종교단체 62.9%, 사회단

체 18.5%, 직장 6.1%, 학교나 대학 6.5%로 종교단체의 역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도 단체나 조직의 소속된 회원으로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사실 유럽 자원봉사자들의 60%가 단체

혹은 조직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만큼 단체의 직접, 간

접적인 역할이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2) 자원봉사자의 단체경력

미국과 한국의 경우 더욱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준다. 개인의 청소년시절의 단

체활동 경력이 성인시절 자원봉사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 Ⅱ- 5>에서는 응답자 전체와 자원봉사자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양국의 수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뚜렷한 공통점은 종교단체, 청소

년단체, 학생회 활동 경력자들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청소년시절 학생회 활동이 성인 자원봉사활동에 밑거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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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자원봉사자는 종교활동의 영향

이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Ⅱ- 5> 단체경험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경로
(단위 : %)

전체응답자 자원봉사자

(미국) (한국) (미국) (한국)
청소년단체활동 유경험 63 18 65 39

무경험 37 82 35 59
종교단체활동 유경험 46 23 65 60

무경험 54 77 35 36
학생회활동 유경험 24 21 72 34

무경험 76 79 28 61

자료: (미국) Independent Sector, 2000;

(한국) 볼런티어21, 1999.

(3) N GO의 수입과 자원봉사

일반적으로 NGO들의 수입원은 정부보조금, 사적 기부금, 회비납부와 자체 수

익금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세계 22개국의 평균을 살

펴보면, 자체 수익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보조금과는 9%

정도 차이가 나며, 기업과 개인 등의 기부금은 가장 낮은 11%를 차지하고 있다.

또 각국의 차이가 뚜렷한데, 주로 남미 국가들과 미국 등이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는 자체 회비와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NGO의 수입원에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기여를 포함시킨 결

과이다. 자원봉사자의 기여를 포함시키지 않은 위의 자료에서는 자체수익금 49%,

정부보조금 40%, 사적 기부금 11% 순서대로 의존도가 높지만, 자원봉사자의 기

여도를 포함시키면 자체수익금 41%, 정부보조금 32%, 사적 기부금 27%로 크게

바뀐다. 즉 자원봉사는 사적 기부 형태로 기존의 사적 기부(11%)보다 더 많은 비

중(16%)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3 ) 정부와 시민의 공동생산

정부는 시민 자원봉사활동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된다. 민주적 시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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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는 데 필요한 재정 및 정책지원을 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

른 중요한 측면은 정부의 공공업무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자원봉사자

의 인력활용으로 비용절감과 같은 부수적인 효율성을 얻으며, 특히 정부의 능력

한계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효과성 때

문에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기 마련이다.

사실 이같은 배경에서 미국에서는 학자들이 시민 자원봉사자와 정부가 협력해

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공동생산(coproduction)

으로 개념화하였다(주성수, 1999b). 미국의 도시들에서는 서비스공급 부문에서 재

정적 압박이 심할 때 서비스를 줄이거나 영리부문으로 전환시키고 부족한 노동력

을 자원봉사인력으로 충원하는 전형적인 조직유지 방식이 70년대부터 유행해 왔

다. 70년대 말 전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가운데 20∼30% 가량이 정부기관들이 운

영하는 것이고, 또 다른 20∼30% 가량은 정부의 공공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었다고 하며, 1985년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의 20% 이상이

정부업무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1) 공동생산의 생산성

1990년 영국에서는 자원봉사 주무부서인 내무성이 「자원영역에 대한 정부지

원의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

는, 그것이 시민의 권리로서의 바람직한 활동이자, 복지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매

우 저렴한(cost - effective) 방법이기 때문이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원봉사자는 정부의 지출과 서비스 감축을 상쇄하는 도움을 주는가? 이같

은 질문에 대해 유럽에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 <표 Ⅱ- 6>에서 볼 수 있듯이 벨기에,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등

서유럽 국가들과 불가리아와 슬로바키아 동구권에서는 비교적 높은 동의도를 보

여주지만, 독일에서는 동의하지 않음이 오히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또 스

칸디나비아(덴마크, 스웨덴)에서도 비교적 낮은 동의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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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6> 자원봉사의 정부지출 삭감에 대한 상쇄 효과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동의한다 65 86 39 72 38 76 58 65 42 60

동의하지 않음 30 9 33 28 52 17 31 19 37 27

모른다 5 5 29 - 10 7 11 15 21 13

자료 : Gastin & Smith , 1997.

공동생산이 자주 민영화 형태로 언급되기에 비용절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며,

여러 연구에서 비용 절감이 공동생산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준다.(Brundney,

1990) 그러나 비용이 감축되지 않고 오히려 지출이 늘지도 모른다는 논쟁이 제기

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 인력을 시민으로 대체하여 비용을 줄이는

것인데, 여기에는 오히려 자원봉사자가 비전문가이기에 필요한 훈련비용, 자원봉

사자 감독, 주민조직의 조정 등 간접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공동생산의 효과는 투입비용을 감소하는 것보다는 산출에 대한 투입

의 비중과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져야 하며, 공동생산의 경제적 가치는 서비스의

범위와 보급의 확대라는 잠재적 가치도 고려되어야 한다.

(2) 공동생산과 시민문화

공동생산을 비용 절감에서만 파악한다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증대하는 시민사회 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공동생산은 시

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가치창출과 시민정신의 회복,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생산자가 공공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공공서비스 제

공자로서의 정부의 독점적 역할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

제공에서 시민들과의 협력 확대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의 안정화와 정부에 대

한 시민들의 신뢰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제는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이루어졌

던 일상적인 행정과 통치 행위가 또 다른 사회부문(제3섹터)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공익분야에서 시민과 피고용인의 노동이 결합함으로써 공동생산은 예산

을 늘이지 않고 인간의 욕구를 맞출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

력을 갖으며, 또한 공공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방향에 대한 전통적인(보수적

인) 경향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역할을 향상시키고 시민정신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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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다. 여기에 덧붙여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할 목적

으로 그리고 주민자치의 토대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생산을 활성화시킬 필요

가 있다.

(3) 공동생산의 과제

미국의 일부 사례들에서는 시민 자원봉사자와 정규직원이 함께 일할 때 각종

문제가 돌출되고 특히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갈등이 생겨났

다. 심지어는 공동생산자로서의 시민들의 생산활동에 대항하여 관료조직과의 다

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서로 다른 역할의 책임감에 대한 이해 부족, 유급고용에

대한 일반화된 지지, 시민들의 지식과 경험부족, 공무원의 전문성, 동기유발의

부재 등이 관료조직의 압박으로 등장한다.

그럼에도 공동생산은 행정실무자들에게 그들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

기가 되기도 한다. 시민들과 공동으로 서비스 제공을 할 때는 행정가들은 지휘와

통제의 특권을 버리고, 시와 시민 공동생산자 사이의 편안한 중개인으로 기능해

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 자원봉사자의 가치에 대한 직업교육, 적절한 임무부여

를 위한 계획수립, 기본적인 행정감독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마치 다수로 존재하기에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물품, 즉 자

유재 (free goods)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에서는 함께 일하는 시민들

의 자발적인 무보수 노력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보수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결

국 효과적인 시민참여는 정규 직원들의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 관료제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

국에서 지방자치단체들 31%만이 주민참여의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활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도시들은 격려금, 지방세 할인, 사회적 활동, 상장 수여, 기타

사회적 인정 등을 이용하여 관료조직의 제약과 시민참여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

하고 있다.

공동생산 장려를 위해 고려해야 할 마지막 관점은 시민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공동생산은 시민정신을 세우는 것이며, 공공문제의 참여는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증대시킨다. 공동생산은 일방통행로가 아니며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약

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방정부도 서비스 제공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주성수, 199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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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업 임직원의 사회봉사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봉사 역할로 관심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기업 임직

원의 사회봉사활동이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미

국의 사례를 주로 살펴볼 만하다. 93년 Independent Sector가 1,800대 기업체의

2,500명 이사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응답했던 454명의 답변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

자 92%가 자사 임직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사회봉사활동을 권고하고 있으며,

절반 가량은 지역사회봉사를 기업의 사명선언문에 명기해 두고 있고, 또 3분의 1

가량은 직원사회봉사를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흥미로운 몇 가지 측면들을 소개하면,

- 50%는 사회봉사 활동을 회사의 홍보의 일환으로 이용하며,

- 31%는 사회봉사 활동을 주요 업무를 알리기 위한 전략으로 이용하며,

- 19%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회사 사업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 32%는 각부서가 사회봉사 결과로 얻은 이익을 각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1) 기업을 통한 봉사활동

일반 시민들과 직장인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직장 혹

은 기업의 역할을 대충 가늠해 볼 만하다. 기업은 어느 정도 봉사활동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미국에서는 기업 등의 조직을 통한 봉사활동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토록 많이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누군가 봉사활동을 해

보도록 권유했다 는 것이다. 즉, 이런 권유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90%가 봉사활

동을 했다고 하며, 이런 권유를 한 조직은 종교단체 56%, 직장 24%, 학교 혹은

대학 15% 등이다.

또 유럽의 경우, 직장을 통한 봉사활동이 10%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자원봉사활동의 경로를 개인, 멤버십, 직장 등으로 나눠보면 직장을 통한 경

로가 최저 3%(아일랜드)에서 최고 12%(덴마크)에 이르고 있는데, 직장의 역할은

자원봉사센터의 역할보다 더 강하며, 신문, 라디오, T V 등을 합친 언론의 역할보

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Gastin & Smith, 1997).

한국의 경우, 1)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음 중에는 친구 25%, 가족·친척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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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2.3%, 고용주 외 직원이 11.4%이었고, 2) 단체·조직·직장을 통해서 라

는 경로에서는 종교기관 62.9%, 사회단체 18.5%, 직장 8.1%, 학교·대학 6.5% 등

이었다. 즉,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의 경로에 기업 혹은 직장의 영향력이 전체 경

로 가운데 다소 미약한 수준에 있지만 결코 경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

기업 사회봉사활동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통적인 기부와 자선 등의 필앤스로피

보다 일반인들의 인식이 좋다는 점이다. 기업은 자선, 기부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

면서도 일반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았으나, 돈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소중

한 시간과 재능으로 하는 사회봉사 활동은 일반인의 이미지가 대단히 좋다는 점

이다.

특히 지역사회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간접으

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다.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높은 배당

을 바라는 투자자와 낮은 가격을 바라는 소비자는 기업이 금전적 필앤스로피보다

직원의 시간과 재능의 투자를 더욱 선호한다고 한다.

실제로 기업의 활동과 성과는 정부나 제3섹터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례로 96년 미국의 촛불재단(Points of Light Foundation)이 비영리섹터 지도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즉, 사

회가 사람들간의 단절, 가족의 붕괴, 공동체 해체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데

대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기관으로 기업을 가장 먼저 꼽은 사람이 62%나

되었고, 비영리 3섹터와 정부는 각각 20%와 10.5%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다.

피터 드럭커(Peter Drucker )는 최근에 다음과 같이 기업사회봉사가 사회에 미

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사회섹터(자원섹터 혹은 제3섹터)를 통해 현대화된 사

회가 책임있는 시민, 일을 성취하는 시민을 다시 창조해낼 수 있으며 개인들에게,

특히 지식노동자들에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재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점차 실현되고 있다. 기업은 곧 무수한 지역사회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역시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갖는다.

미국 T enneco Gas Company의 Chesebro 회장은 기업은 곧 사람들, 즉 소비

자, 공급자 및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람들이다. 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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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의 문화와 행태는 조만간 사회 전체를 대표하게 될 것이다. 사회가 돌봐

주는 사회 그리고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그런 행

태를 모델로 제시해야 한다. 사회봉사 활동이 이런 행태를 조장시켜주고 활력적

인 사회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3) 기업에 갖다 주는 이익

사회봉사는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기업경영과 실적에 높은 부가가치를 갖다

주는 전략상품이 될 수 있다. Monongram USA의 사회봉사담당 임원은 사회봉사

의 부가가치성을 두 가지로 지적하는데, 하나는 직원훈련에서 강조되는 소비자

서비스 측면이 가장 직접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통한 간접적인 소비자 서비스라는 것이다.

또 비용절감의 측면에서는 직원 교육훈련, 품질검사, 소비자 고발, 광고 등에

드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봉사 활동은 조직의 구조와 직

원의 태도에 커다란 변화를 주며, 신뢰감과 협력의 분위기를 창출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무수한 워크숍, 연수 등의 모임을 통한 변화보다도 더 큰 실질적인 변화

를 갖다주는 고효과성, 그런 모임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하

는 고효율성을 동시에 낳는 것이 사회봉사라는 지적이다.

미국기업들에서는 사회봉사가 사내 인력관리부처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봉사를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업 경영전략으로 활용하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별도의 재교육과 훈련보다도 현장 경험을 팀 단위로 익

히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봉사를 경험한 직원들의 기술 측면의 향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Conference Board, 1993).

- 문서 및 구두상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 조직 관리 및 시간 관리 기술

- 사람관계 기술 - 돌보고, 듣고 타협하는 기술

- 일에 대한 책임감 및 평가업무 보고 기술

- 기획력, 단기 및 장기 목표 설정 기술

- 예산 책정 및 분배 기술

- 생존 기술 - 스트레스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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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직원의 직무태도 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변화가 있다는 보고

가 쌓이고 있다.

- 동료 직원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출신, 인종 등의 다양성 존중

- 어려움을 대처하는데 보다 혁신적인 접근

- 위험 부담을 추정하는 능력의 향상

- 고용주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한 고마움

-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사회적 책임의식

- 기업체 각 부서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정

- 개인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인정

- 자신감과 책임감에 대한 습관의 개발

- 고립과 소외감에 대한 배척

1989∼92년 기간에 IBM과 UCLA가 공동으로 조사한 156 기업체 조사결과를

보면, 기업사회봉사가 활성적인 기업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직원 사기가

세 배 이상 높다고 한다. 또한 직장을 찾는 사람들은 기업평판과 사회책임감이

높은 기업에서 일하기를 선호한다고 한다.

사회봉사 활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원의 기술 향상과 근무태도의 변화를

선물로 갖다 줄 뿐 아니라 직원의 전문성 개발에도 적지 않은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의 영업활동의 범위를 정부기관, 타기업, 그밖에 시장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확대시켜 주는 기회들이 직원들의 사회봉사 활동과 경험에서 얻어지는 네트워킹

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4 )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

기업들의 사회봉사 활동이 긴요한 영역으로 교육, 의료, 문제청소년 후원, 환

경, 저소득층 지원 등이 있다. 이같은 서비스의 제공은 실제로 많은 지역사회가

당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들이다. 특히 무수한 대도시들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서

정부의 복지정책만으로 방치해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많은 지역사회는 지

역사회에 소속된 기업의 역할을 기대하며 기업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압력을 행사

하기도 한다.

지역사회 비영리기관들은 무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고 있는 기업체들에 전



나눔과 민간 259

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기업과 대학이 다른 어느 사회기

관들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봉사에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이같은 지역사회 기관들의 끈질긴 요청과 압력에 호응할 수밖에 없는 상

황에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사회가 기업의 이해당사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기업은 고용과 세금

납부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에 크게 기여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되

는 공장 등 부지의 면세 혜택 및 각종 정부 지원을 받으며 지역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며,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회원이라는 점, 그리고 지역주민들

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며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업은 지역사

회를 이해당사자(stakeholders)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경제

학과 경영학 이론에는 기업이 투자자(stockholders)에 못지 않게 이해당사자에 대

해서도 책임을 지는 논리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3 . 한국사회 자원봉사의 과제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자원봉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친

숙한 말이 되었다. 1993년에는 전국 15세 이상 남녀 가운데 6.9%가 현재 활동

중 이고, 9.8%는 참여한 적이 있으나 현재 중단중 으로 조사되었지만, 1999년에

는 20세 이상 성인 중 지난 1년간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는 자원봉사자가

14.%로 나타나 최근에 놀라운 발전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최근에 와서 한국 사회도 자원봉사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발전되어가

고 있다.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곳곳에서 일제히 전개되고

있는 범사회적 운동이며, 어느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거의 모든 계층이 고루 참여하고 있는 국민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 또한

특정 기간에만 실시되는 일시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연중무휴 지속적으로 추진되

고 있는 사회개혁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가 무엇 인지를 알게 되었고, 왜 자원

봉사가 소중한지를 공감하고 있다. 이젠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서 기회가 주어

지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년

만에 자원봉사 잠재인구가 눈에 띄게 폭증했고, 실제로 활동중인 활동인구 또한

크게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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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어디에서 , 어떤 일 을, 어떻게 자원봉사 활동하는지를 몰라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하다. 이처럼 참여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를 몰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참여와 행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연구노력이 시급한 것이다.

1) 한국의 자원봉사운동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처럼 활발한 자원봉사 운동을 시작했는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5년을 우리 사회 자원봉사 운동의

원년 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뚜렷한 징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자원봉사

운동이 이제는 범사회적 국민운동으로 발전되어가는 전망을 갖게 되었다.(주성수,

1997, 1999a)

(1) 1995년 - 사회위기에 대한 반작용

1994년 일부 대학들이 사회봉사 학점제를 발표했고, 중앙일보가 자원봉사캠

페인을 시작하면서 이듬해인 95년의 움직임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95년 봄부터

한양대 등에서 사회봉사 교과가 시작되면서 그 영향력은 각계에 미쳤다.

95년 당시는 초대형 부정부패 사건, 항공기 추락과 선박사고로 수백명의 인명

이 희생되는 등 끔찍한 사건사고가 즐비했고, 온보현 사건, 존속살인 등 젊은층의

반인륜사건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마치 악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암

담한 지경에 있었다. 자원봉사운동은 이런 현실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해서 사

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며 각계 각층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정부에서는 자원봉사진흥법안을 논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2) 1996년 - 대학 및 중고교의 봉사학습 확대

1996년에 와서도 정부의 자원봉사진흥법 제정 노력은 지속되었지만 여야간

정치싸움으로 좌절되기도 했지만, 민간차원의 국민자원봉사운동은 더욱 확대, 발

전되고 있었다. 중앙일보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에

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이 21.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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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경우, 총장과 교수들이 95년, 96년 두 차례 미국 대학 봉사활동을 시찰

하고 돌아와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대학 사회봉사활동에 새

장을 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96년 140여 대학 총장들이 자발적으로 회원

으로 가입해서 창립되면서 대학 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 2000년 현재 100여

대학에서 사회봉사가 정규교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중고교에서는 봉사활동의 의무화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본

격 시행됨으로써 대학과 함께 교육현장에서부터 국민자원봉사운동이 제도화로 진

전되고 있었다. 더불어 무수한 복지시설, 민간단체들이 이들 중고대학생들을 활용

하는 기관으로 부상하면서 자원봉사자 활용방안과 프로그램 마련에 부산했다. 이

같은 각계의 동향에 정부는 뒤늦게나마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나섰다. 내무부는

예산을 지원하며 전국에 자원봉사센터 수십 개를 개설하기 시작했고, 문화체육부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하나둘 설립해 갔다.

(3) 1997년 - 전문단체의 창설 활성화

대학, 중고교, 기업, 민간단체는 각계의 많은 기관과 각층의 자원봉사자를 국민

자원봉사운동에 동참시키는 노력으로 이어지면서 95년부터 진행된 참여층 확대라

는 양적 팽창을 지속해 갔다. 그럼에도 질적 내실화 면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

와 심각한 문제들이 속출되었다.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전

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가 각계가 안고 있는 공통과제로 부각되었다.

한국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한국자원봉사포럼 등 전

문기관들이 설립되어 전문활동에 들어갔지만 지도자 양성훈련과 같은 내실화 작

업에 진력할 수는 없었다. 이들 기관 자체의 전문화가 긴요했지만 조직미비, 예산

부족 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복지

시설이나 민간단체들도 자원봉사 전담 인력조차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

다. 중고교 문제는 더욱 심각해서 위기라는 표현까지 표출되었다. 일선 학교의

사정은 교사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도할 수 없는 지경이라 담당교사도 참여학

생도 불만과 실망이 더 큰 것이 봉사활동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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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998∼99년 - 정부의 자원봉사진흥책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자원봉사 진흥정책이 수립된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에까지 자원봉사센터의 실치를 지원해서 99년말까지 전국

에 150여개의 자원봉사센터 및 지자체의 자원봉사과 혹은 계가 개설되었다. 또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제정하는 데 여야가 공동발의자로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한

발전이었다. 법의 제정은 1994년부터 시작되어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

이 수차례 모임을 갖고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여야 공동 발의로 법안을 마련하

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기국회가 마감되는 기간까지 국회가 다시 여야

정치격돌로 충돌함으로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1998∼99년에 가장 두드러진 자원봉사 논의는 공공근로와 관련된 것이다. 공

공근로는 대량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응급조치로서 실업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며 공익활동을 하도록 하는 특별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공

공근로자로 바뀌고 하면서, 자원봉사에 공공근로를 접목시키는 데 반감을 갖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원봉사의 자발성과 무보수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이다. 그럼에도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서구에서도 보수직 자원봉사

자 (paid volunteers )라는 새로운 명칭을 얻으며 순수 자원봉사자 그리고 상근직

원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주성수, 1999a, 1999b)

(5 ) 2000년 -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와 월드컵 준비

2000년의 자원봉사계의 최대 과제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의 국회의결을 얻어

내는 일이지만, 동시에 2001년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의 해 행사를 준비하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다.

2001년 행사는 이미 민간 자원봉사계를 중심으로 실무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올해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해서 내년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다. 또 월드컵

과 관련해서, 10개 개최도시들이 월드컵 대비 시민운동을 자원봉사운동으로 전개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다시 전국적으로 국민자원봉사운동이 확대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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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원봉사의 활성화 과제

위에서 요약한 것처럼 한국사회는 여전히 자원봉사운동을 활성화 해야하는 과

제와 함께 기존의 활동을 내실화 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활성화 차원

에서는 아직도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계가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일이며, 내실화 차원

에서는 중고교 봉사활동이 그저 형식적인 활동이 되고 있는 데 대한 각계의 지원

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구체적인 처방을 모색해야만 한다.

먼저 아래에서는 아직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비자원봉사자의 특성과 잠재

적 자원봉사자를 살펴본 다음, 몇 가지 활성화 방안을 차례로 정리해 본다.

(1) 비자원봉사자의 특성

먼저, 자원봉사자와 비자원봉사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앞에서 지적한

단체활동 경력의 유무에서부터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종교 활동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유럽, 미국, 한국의 자료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밖에도

부모의 영향, 이웃과 동료 등의 권유가 또한 중요한 요인들로 밝혀지고 있다. 유

럽 9개국 조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시간이

없었다 는 답변이 41%로 가장 많았지만, 요청받은 적이 없다 는 답변이 그 다음

으로 높은 28%를 차지하였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요청받으면 활동해보겠다고

답한 사람이 22%, 하지 않겠다 33%, 그리고 일에 따라 할 수도 있다 26%, 잘

모르겠다 19%로 조사되었다. 즉, 잠재적 자원봉사자의 수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바빠서 못했다 는 답이 65%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지

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8.5%, 자원봉사활동을 권유하지 않아서 9%, 요

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4.8% 등을 합하면 20% 이상의 사람들이 잠재적 자원봉사

자로 꼽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잠재적 자원봉사자

다음으로 1996년 중앙일보사가 조사한 자료를 살펴 보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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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를 주관하거나 알선하는 자원봉사처를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람이 23%에 그쳤고 모른다는 사람이 77% 대다수를 이뤘다.

또 자원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하는 방법을 몰라 못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

에 대해서는 24%가 있다고 답해서 이들이 잠재적인 자원봉사 인구로 꼽을 수 있

다. 특히 20대 청년층 30%가 있다고 답했고 또 대재 이상 고학력층 29%도 있

다고 답한 점을 주목해 볼 만하다.

이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장래 의향을 묻는 문항에서는 3분의 2가 넘는 대

다수의 사람들이 의향이 있다고 답하고 있어 잠재 인구층이 두텁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20대에서는 77%가, 30대에서는 71%가 활동 의향을 밝혀 줌으로써 다른

연령층에 비해 보다 의욕적이다. 이들 젊은층을 대상으로 참여방법을 제시해 주

고 이들의 욕구에 걸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학

력층보다 고학력층에서 80%에 달하는 높은 참여의향 반응이 나온 것도 매우 특

이하다.

(3) 자원봉사의 내실화 과제

자원봉사의 활성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내실화이다. 특히 중고교의 경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부진, 활동 장소의 부족 등으로 학생봉사활동이 크게 겉

돌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이 봉사활동의 참의미를 경험하지 못하

게 되면 대학에 가서도 봉사활동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직장인이 되어서도

봉사활동을 기피하려 할 것이다.

첫째, 특히 각계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체 관리자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를 지도하는 관리자의 전문

교육이 학교, 대학, NGO, 기업 등 각계에서 조직화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둘째,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봉사활동 영역이

과거에 비하면 매우 다양화되고 있지만 사회복지 영역 중심에서 더욱 다양화되어

재난구호와 범죄예방 등의 지역사회활동, 교통과 환경, 보건과 의료, 문화예술과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또한 국제구호와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사회 영역에까

지 자원봉사자의 활동무대를 크게 확대시키고, 전문 봉사활동도 개발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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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셋째, 중고교 봉사활동의 내실화 과제가 시급하다. 자원봉사 운동의 성패는 자

원봉사 활동의 생활화에 있다. 어릴 적부터 일찍이 자원봉사를 몸에 익힌 학생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화를 갖추

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원봉사 활동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시행되는 것

은 이처럼 개인의 일생과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화 작업이다.

일선 교사의 지도력 개발, 지역사회 대학과 NGO의 지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가

족 봉사프로그램 개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넷째, 평생 자원봉사 체제의 기초를 닦는 일을 고려해야 한다. 한 개인이 평생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체제를 정립하는 과제가 있다. 지금 중고교에서

자원봉사가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고, 전국 대학들에서 자원봉사활동이 필수

과목 혹은 선택과목으로 실시되고 있다. 조만간에 초등학교 4학년까지 자원봉사

활동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일부 기업들에서는 자원봉사 조직을 신설해서 직장

인들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처럼

한 개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교를 거쳐 대학에까지 학교교육을 통해서, 나아

가서 직장인이 되어 직장 단체활동으로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제도가 사회적

체제로 정립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초등 및 중고교에서 기초를 든든히 쌓는 제

도화 작업이 부실하고 미흡한 상태에 있다.

끝으로, 자원봉사운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개혁

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지금의 자원봉사운동은 각종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시

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키워가고 있다. 활동영역은 교통,

환경, 의료, 복지, 소비자, 농촌 등 해당 안되는 영역이 없고, 자원봉사자의 역할

은 단순노동뿐 아니라 전문기술과 전문연구 등 광범위하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지역사

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추

구할 수 있는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NGO의 역할을 아래처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 정부의 정책지원 과제

자원봉사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과거처럼 주도적인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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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는 없다. 이제는 시민들이 깨어 있고, 스스로 여러 단체를 통해 활동에 참여

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역

할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한국 사회의 발전단계에 비

추어 볼 때 정부의 역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금의 자원봉사운동이 자칫 유

행병처럼 시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자원봉사활동이 선진 수준에 올라설 수 있도록 진

흥법을 제정해 주는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정부가 자원봉사를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법의

제정으로 정부, 특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및 행정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또 선진사회에서 널이 활용되고 있는 공동생산의 정책을 수립해서 지방

단위에서 실행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정착을 지향해 볼 수 있는 것이다.

(1) 자원봉사진흥법 제정

자원봉사진흥법의 제정은 1994년부터 민간단체들이 앞장서서 법제정의 필요성

을 강조하며, 수 차례의 세미나, 워크숍, 토론회 등을 거쳐 1995년부터 여야 양당

의 법안이 등장했고, 또 김대중 정부의 출범에는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되는 등

의 발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빈번한 여야의 정치충돌로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

하는 일이 많아 아직도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에 여야의 합의에 의해 새로 마련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는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와 조직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국자원봉사재단이 설립되

어 정부의 출연금, 국민모금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이 재단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조하는 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되는 특

징을 갖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원뿐 아니라, 국무총리 주재하에 각부 장관을 위원

으로 하는 자원봉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행정지원 체제를 갖추며 민간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2) 지방자치와 공동생산

한국사회에 지방자치의 제도화가 정립된지 10여년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지방

자치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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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선진사회의 사례들에서 강조했듯이 자

원봉사는 주민참여의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며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시민교육

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요즘 유행하는 시민교육이라는 것도 강의실에 사람들을 모아두고 시민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써 참여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선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가장 훌륭한 시민인 것이다. 시민들이 봉사하며 배우는

자원봉사 활동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시민교육이 된다. 시민교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그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시민교육으로, 이는 마치 학

생들이 봉사하며 배우는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을 가장 효과적인 시민교육

으로 삼고 있는 선진사회의 전통을 귀감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금 한창 논의중인 읍·면·동 자치센터의 사례를 살펴보자. 행정개혁 차

원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기존의 읍·면·동 사무실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

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공동생산의 모델을 적용시켜 볼 수도

있다. 자치단체와 주민이 서로 동등하고 긴밀한 파트너가 되어 민관공조를 잘 구

축해 두면, 읍·면·동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내부의 각종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

하는 데 있어서 민관공조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실천될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민관공조가

되지 않는다면 민관공조란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허구와 명목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공동생산은 정부기관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해 주었다. 훌륭한 의사와 의사의

처방에 충실한 환자가 공동생산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정책

도 주민이 공조하지 않으면 결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지방자치는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지자체가

공동생산자가 될 때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쓰레기 분리

수거가 서울시와 서울시민이 공동으로 생산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듯

이, 청소년 폭력 예방, 소비자보호, 한강 수자원 보전 등 무수한 영역에서 지자체

와 주민이 공동생산자가 되면 무궁한 생산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미국의 주요 도시들은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지자체 업무의 절반 가까이까지 민

간단체와 주민의 자원봉사로 위임하거나 지자체와 공동생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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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업과 N GO의 역할

자원봉사 활동은 민간주도의 활동이기 때문에 기업과 NGO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 유럽과 미국 등지의 사례에서도 기업과 NGO는 자원봉사 활동을 연결시

켜주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또 임직원 봉사활동과 일반 시민의 봉

사활동이 진행되는 시민사회 영역인 것이다. 또 기업과 NGO는 사회에 봉사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기업과 NGO는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또한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기업의

경우 일부 기업들만이 하는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고, 기업시민문화로까지는 발전

되어 있지는 않다. 또 NGO들의 경우, 일반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 중심으로 사

업이 전개되어야 하지만 일부 제한된 시민들만이 참여하고 있어 시민없는 시민

운동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민자원봉사자의 모집에서부터 교

육훈련과 배치 등에 이르기까지 조직화된 자원봉사운동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1) 기업 임직원 봉사활동

1999년 전경련이 조사한 기업 사회봉사활동의 1999 사회공헌백서 를 보면 한

국 기업 임직원의 사회봉사 활동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이 결과는

99년 12월 전경련 회원사 3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148개사가 응답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 사회봉사 활동 임직원 등록제도를 갖춘 기업 10.1%,

- 사회봉사 활동 임직원을 표창하는 제도를 갖춘 기업 12.8%

- 지역사회 봉사활동 촉진운동 제도를 도입한 기업 10.1%

보다 구체적으로 일부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그룹의 경우는 가장 대

대적으로 1995년부터 모든 계열사가 사회봉사단을 창설해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가장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 포항제철은 그

보다 앞선 1991년부터 동단위 지역사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어촌일손돕기, 환경

정화, 불우이웃돕기 등의 종합적인 봉사활동을 왔다. 유한킴벌리와 우방은 산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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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숲가꾸기에 독특한 봉사활동을 해왔고, 조흥은행은 99년을 임직원 봉사활동

의 해로 선포하며 활동하기도 했다.

사실 수해,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현금과 현물 지원뿐 아니라 임

직원의 귀중한 시간으로 사회봉사를 했던 기업들의 수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또 비록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연말연시,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의 특정 행사일마다 지역사회를 찾아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던 기업

임직원들의 봉사활동도 무수했다. 즉, 기업 임직원 봉사활동은 소규모 혹은 대규

모,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지만 그 활동 내용을 기록하거나 계산해서 기업

이미지 쇄신, 상품광고 등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온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업들은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가? 첫째는 단순 물질제

공 중심의 자선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분명한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전략과 사회공헌을 접목시키는 일이 과제가 된다. 기업의 주력 업 (業)에 적

합한 공헌활동을 특화시키거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영전략의 하나로 추진

하면서, 공헌팀뿐 아니라 기획팀, 영업팀, 인사팀도 모여 특별위원회를 가동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봉사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임직원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업

차원에서 혹은 임직원 차원에서 개발, 운영하는 것이다. 현금과 현물 중심의 물질

제공과 함께 임직원의 인력, 기술, 자문 지원 등의 다양한 인력봉사를 겸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지역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나누며 베푸는 인간관계를 갖는 임

직원의 개별 혹은 집단 사회공헌이 일회성 물질제공보다 쌍방에게 훨씬 더 높은

효과를 갖다준다. 기업의 임직원처럼 더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사회에 봉사하는 도덕적 의무(noblesse oblige)를 가진다.

실례로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 출신 석사학위 졸업생들의 81%가 기업 간부로 일

하면서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

또 정년 퇴직자들이 기업과 함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은퇴자 봉사프로그램

을 개설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임원들이 대학에 가서 특강을 맡는 것도 좋은 사

회봉사이며, 장소제공, 장비대여, 기술 및 자문 제공 등도 중요한 사회봉사 활동

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이런 항목들을 수십여 가지로 나누어 자신들의 공헌활동

을 널리 알리면서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는 매우 자연스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이런 미국식 사회공헌을 열심히 배워서 지금 한창

일본 본토에 이식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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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 GO의 자원봉사자 활용

NGO들은 자원봉사자의 참여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 자

원봉사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영역이 NGO이며,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새로

운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는 영역이 곧 NGO 영역이다. 그러나 아래에서처럼

NGO들은 조직화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며 몇 가지 중대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첫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이 부진하다. 많은 NGO들이 제시하는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업무지원, 단순노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 집

단들에 어울리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과 창의성의

부족은 NGO의 사회적 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회

전문영역에서 종사하다 퇴직한 무수한 은퇴자들과 주부들 그리고 직장인들까지

시민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이들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제대로 제공

해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

둘째는 자원봉사자의 관리 또한 부실해서 지속적인 봉사자사회봉사활동의 준

비와 일관성이 부족하다. 자원봉사자들이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소극적인 활동

가로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들이 지속적인 봉사자가 되어 단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 어느 단체들보

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의 업무부담이 커서 자원봉사자까지도 일일이 관리하

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볼 수 있으나, 이처럼 시민 자원봉사자들을 1회용으로

생각하며 관리를 소홀히 하다보면 심한 경우 이들이 그 단체를 다시 찾지 않고

기피하게 되면 단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전문 자원봉사 담당자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부 NGO들은 자원봉

사자 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원봉사 전담 관리자와 직원을 두는 채비를 갖추

고 있지만 아직 많은 단체들이 이런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3) 정부 - 기업 - N GO 파트너십

특히 기업은 시민단체(NGO)와 대립하는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가 공익

과 사회발전을 위한 동등한 파트너 관계를 맺어야 한다. 기업과 NGO가 함께 하

는 사회공익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선진사회에서는 청소년 폭력, 환경파괴 등 무

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들이 기업- NGO 파트너십 형태로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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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반시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시민들이 겪는 불안, 불편, 불쾌 등의 각종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NGO들을 지원하는 일, NGO와 공조하는

일, NGO에 임직원 봉사자들이 활동하도록 지원해주는 일 등이 중요한 사회공헌

이 된다.

정부와 기업의 참여와 공조가 없는 시민사회의 존재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란 비영리단체들이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을 차단해서 독불장군처럼 가꿔

가는 사회가 아니다. 서구의 역사에서 시민사회는 정부정책과 기업참여를 전제로

비영리단체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영역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개념에는 정부와 기업의 참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Independent Sector의 초대 총재를 지냈던 O'Connell(1999)은 개인과

공동체를 시민사회의 제1, 제2 요소, 그리고 정부와 기업과 비영리단체를 제3, 제

4, 제5 요소로 지적하면서, 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부에 대한 시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옹호하는 정부의 역할이 시민사회의 존재가치를

결정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비영리단체와 모금활동

에 있어서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주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이 시민사회의 건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정부와 기업과 비영리단체의 파트너십 관계의 필요성은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에 있다. 청소년문제, 범죄예방, 소비자보호, 환경

보호 등 무수한 문제들이 이같은 파트너십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해결의 실마리

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신뢰(trust )와 같은 사회자

본을 축적하는 과제 또한 선진사회의 21세기 사회발전 비전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사회자본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Putnam (1993)은 건강한 공

동체는 시민공동체이기 때문에 풍요롭고, 시민참여의 규범과 네트워크로 표상되

는 사회자본은 효과적인 정부뿐 아니라 경제발전의 선행조건으로도 간주된다

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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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복지 ; 논리와 실태 , 그리고 가능성

그 환유들의 임자도 요즘 세상에서는 만나보기 쉽지 않다. 예전에 그들은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와 함께 세상을 이루었다.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는 것은 그러한 갈음의 말뿐이었다. 그

때는 누구도 그들을 우리와 다른 별난 존재로 여기는 법이 없었고, 더군다나 그들이 격리되

거나 소제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1).

홍경준(전북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1. 문제의 제기

이 글은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 충족과 관련하여 연줄망(network)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것의 실태와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용어에 대

한 개념정의가 그렇듯이 연줄망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다. 대단히 거시적인 방식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연줄망은 시장, 위계와 더불어

사회성원들이 사회적 삶을 조정하는 방식이다(T hompson et al., 1991). 연줄망은

한정된 행위자와 그들 사이의 관계로 구성되는 하나 혹은 복수의 세트라는 식으

로 조작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Wasserman & Faust, 1994). 또한 조금은 더 쉽

게 사회성원들은 제각기 타인과 연결되는 끈, 즉 연줄을 가지는데 그것들이 복합

적으로 얽혀 있는 것을 연줄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연줄망의 강도와 형태 또한 다양하다. 어떤 연줄망은 매우 느슨하고 성긴 연줄

들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연줄망은 대단히 빡빡하고 촘촘한 연줄들로 얽

혀있기도 하다. 혈연(血緣)이나 지연(地緣)과 같은 귀속적인 연줄로 얽혀있는 연

줄망이 있는가 하면, 대단히 공식화된 관계에 기초하여 묶여진 연줄망도 있다.

연줄망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던 간에, 혹은 그 형태로 무엇을 염두에 두건 간

에 중요한 점은 그것이 사람들 사이의 직·간접적인 의사소통의 통로 역할을 수

행하며, 정보나 돈, 권력 등 희소가치가 있는 사회적 자원의 유통을 매개한다는

사실이다(김현주, 1995). 연줄망이 유용한 사회적 자원의 유통을 매개한다는 측면

에 주목한다면,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 역시 연줄망을 통해 다루어질 수 있다. 이

글의 주제인 연복지(socio- net welfare)란 바로 연줄망을 매개로 사회성원들의 복

지욕구가 다루어짐을 말한다.

사실,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로 국가가 부각되기 이전에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

는 대부분 이 연줄망을 통해 대응되어 왔다. 국가가 사회복지의 핵심적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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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 때는 불과 100여 년 전쯤이다. 동, 서양을 막론하고 그 이전까지 사회성원

에 대한 원조를 집합적으로 조직하고 제공하는 일은 주로 가족이나 친족, 이웃이

나 동료로 구성된 각종 공동체와 결사체, 그리고 종교단체 등에게 맡겨졌다. 이들

이 사회성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매개로 활용한 것은 물론 연줄망이었다. 그러

나, 18세기에 서구에서 점화된 근대혁명은 이들의 취약점, 즉 원조의 비적절성과

비체계성, 재정적 유약성, 또는 새로운 사회질서와의 부조화 따위를 노출시켰다.

근대혁명은 복지제공 주체로서의 국가를 크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특

히, 2차 세계대전 이후 하나의 규범으로 정착된 복지국가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

다도 질적, 양적으로 우월해진 사회복지의 제공주체인 국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연복지는 이미 낡아버린 과거의 유물이다. 그렇다면, 이미

21세기에 들어선 오늘의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그것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무엇

인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에 대한 아가(雅歌)인가? 성급히 결론짓자면, 현 시

점에서 연복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막연한 향수 속에서 떠올려질 과

거의 유물만은 아니기 때문이며,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기 때문이며, 그의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

기 때문이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는 연복지를 이론적으로 조망하고자 한

다. 여기에서는 연복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각을 제시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그것

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절에서는 연복지의 실태가 분석된다. 실

태분석을 통해 우리는 연복지가 우리사회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또한 한국의 연복지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검토될 것

이다. 마지막 4절에서는 연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 그것을 가능케 할

몇 가지의 방향을 생각해 볼 것이다.

2 . 이론적 고찰

1) 복지체제론의 시각

오늘날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

는 누구일까? 우리는 쉽게 그 주체가 국가라고 답할 수 있다. 사실, 산업화가 개

시된 이후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역사는 국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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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였다. 특히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이러한

방식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재분배가 사회복지의 전부인 것은 아니다. 현실에는

국가복지 외에도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복지가 존재한다. 가족, 자조

적 공동체와 비공식·공식적 결사체들, 절과 교회, 기업, 전문적 원조기관 등이

연줄망을 통해 제공하는 연복지는 국가복지의 비중이 커지는 것에 반비례하여 점

차로 축소되었지만, 결코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다. 가령, 국가복지의

발전이 정점에 달했던 1970년대 말의 경우만 해도 전체 사회복지 지출 중 기업이

나 가족, 자조집단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밖으로 드러난 것만 따져도 미국이

22.9%, 영국이 16.8%, 스위스가 11.7%, 이태리가 9.7%, 프랑스가 4.8%, 스웨덴이

3.9%이다(Rein & Rainwater , 1986). 연줄망의 상당수가 대단히 성기고 비공식적

이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결코 무시할만한 것이 아

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포함하지만 그것만으로 환원되지는 않는 다양한 주체들이 상

이한 원리에 따라 조직하는 사회복지를 온전히 파악하는 시각은 무엇일까? 완전

하지는 않지만, 한 사회의 사회복지를 국가- 시장- 공동체의 결합구조로 파악하는

시각이 있다(홍경준, 1999). 복지체제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시각은 인간의 생

계(the livelihood of man)가 조직화되는 통시적 방식을 교환(exchange), 재분배

(redistribution ) 및 호혜(reciprocity )로 구분하는 폴랴니(Polayni, 1977; 1991;

1994)의 논의에 기초한다. 폴랴니에 따르면, ① 교환은 시장체계에서 사람들 사이

에 일어나는 쌍방간의 이동을 말하며, ② 재분배는 중앙을 향해, 그리고 다시 중

앙으로부터 소유권이 이동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③ 호혜는 대칭적으로 분류

된 집단들 사이에서의 자원의 이동으로 정의한다. 즉, 교환은 가격이 결정되는 시

장체계를 전제로 하며, 재분배는 위계적 권위를 가진 특정한 중심에 의존하며, 호

혜는 그것이 존재하기 위한 배경으로 연줄망을 필요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일반화된 생계조직화 방식은 물론 교환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

환은 티트머스(T itmuss, 1976)가 말한 경제적 시장에서의 등가교환, 또는 호만스

(Homans, 1974)의 쌍방적 교환의 개념과 일치한다. 교환이라는 생계조직화 방식

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장의 가격기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

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이 가격기구의

신호에 따라 서로 등가교환한다. 하지만, 재분배나 호혜를 통한 생계의 조직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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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확대에 따라 소멸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우리는 재분배나 호혜를 통해 생

계를 조직화하는 방식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폴랴니는 사회 구성원들을 노

동력 상품으로 강제하려는 자본주의는 역설적이게도, 사회 구성원들을 탈상품화

시키는 다양한 보호장치를 자기생존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체제라고 주장한다. 풀

어 말하면, 재분배나 호혜는 시장원리의 확대에 반비례하여 사라질 운명을 가진

낡은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의 확대와 더불어 그 필요성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생

계조직화 방식인 것이다.

한편, 재분배는 관습이나 권력, 법규 등에 기초한 위계적 권위를 매개로 한다.

즉 생계의 조직화를 위한 자원이 위계적 권위를 가진 중앙으로 이동해 들어갔다

가 다시 특정한 원칙에 의해 중앙으로부터 사회성원에게로 이동해 나감을 말한

다. 재분배를 통한 생계조직화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일반

화된 소득보장제도, 즉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호혜는 한번 받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쌍방적인 관

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 즉, 호혜는 ① 도와준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 ② 도와준 사람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

다(Gouldner , 1960). 호혜에 대한 이런 식의 개념정의를 따르면, 앞서 살펴보았

던 교환 역시 호혜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폴랴니가 말하는 호혜

는 쌍방적 교환보다는 모스(Mauss, 1990)의 선물 교환(gift exchange)이나 레비

스트로스(L 'evi- Strauss)의 일반화된 교환(generalized exchange)이라는 개념

(Ekeh, 1974)에 가깝다.

우선, 선물교환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쌍방적 교환과 같

지만, 그 교환이 물질적인 등가성보다는 상징적인 등가성(symbolic equivalence)

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한편 일반화된 교환이라는 개념은 쌍방

적 교환과는 다른데,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폴랴니(Polayni, 1977; 1991)가 호혜에 입각한 생계 조직화

방식으로 예시하였던 Kula 교역이 이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남서태평양의 트로브

리안드 제도(T robriand Islands )에서 성행하는 Kula 교역에서 붉은 조개목걸이는

왼쪽 섬 사람들에게서 오른쪽 섬 사람들에게로 주어져서 시계바늘과 같은 방향으

로 돌게 되며, 흰 조개목걸이는 그 반대방향으로 돌게 된다. 자녀에 의해 이루어

지는 부모의 부양 역시 일반화된 교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

에게 준 부양은 그 자녀의 자녀로부터 되돌려진다. 물론, 선물교환이나 일반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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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은 모두 연줄망에 매개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한 사회 내에서 생계가 조직화되는 세 가지 방식들, 즉 ① 교환 ② 호혜 ③ 재

분배의 역할 정도를 교차시키면 <그림 Ⅲ- 1>과 같은 8가지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복지체제의 이념형들이라고 할 수 있다.

1. 전제적 사회주의국가 : 생계조직화가 주로 위계적 권위에 기초한 재분배를 통

해 이루어지며, 등가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나 호혜를 나눌 수 있는 연줄망

이 대단히 미약한 사회

2. 왕도국가 : 연줄망이 주도하는 호혜와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중앙이 지휘

되는 재분배를 통해 생계의 조직화가 주로 이루어지는 사회

3. 복지국가 : 시장이 주도하는 교환적인 생계조직화 방식이 지배적이지만 동시

에 그 문제점이 관료적인 국가가 강제하는 재분배를 통해 교정되며, 호혜에

따른 생계조직화 방식은 시장과 국가에 의해 현저하게 약화된 사회

4. 복지사회 : 시장을 통한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시장을 왜곡시

키지 않는 방식의 재분배 장치가 존재하며, 시장과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다양

한 연줄망을 통한 호혜적 생계조직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5. 짐승의 군락 : 집합적인 차원의 생계조직화 방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체

들은 모두 고립되어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군락

6. 분산적 공동체 : 재분배를 담당하는 중앙의 권력이 미약하며, 시장기구 역시

발달하지 못해서 생계는 주로 개별적으로 분산된 연줄망을 통해 조직화되는

사회

7. 야경국가 : 국가의 역할은 시장기구를 유지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으며, 호혜를

조직화하는 연줄망 역시 시장에 포섭되어 소멸해버린 사회

8. 이상적 자유주의 : 연줄망에 매개되는 호혜와 시장이 만들어내는 교환이 상호

갈등 없이 활성화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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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 1> 생계조직화의 방식과 사회복지체제의 유형

복지체제론의 시각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국가에 의해서만 제공될 그 어떤 강

박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과 같은 시장내부 조직이나 연줄망을 매개로 한

가족이나 비공식적 혹은 공식적 결사체도 사회복지의 제공주체이다. 여기에서 강

조하고 싶은 것은 시장이 주도하는 교환과 국가가 주도하는 재분배가 대단히 중

요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행사하듯이 연줄망을 매개로 하는 연복지 역시 교환이나

재분배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제각각의 원리

에 기초하여 작동시키는 사회복지의 논리와 그 결합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은 대단

히 중요하다. 결국, 한 사회의 사회복지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복지는 그것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분석적

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2 ) 연복지의 중요성

분석적인 차원에서의 중요성이 21세기라는 현재의 시점과 한국이라는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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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연복지에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를 모두 말해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 글에서 연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1) 서구 복지국가의 재편 양상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경향은 여러 가지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이후 역전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서구의 복지국가 역시 재편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197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장기간의 경제불황은 확대된 국

가복지를 부담스러운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국가복지가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한

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맥경화증에 걸린 유럽(Eurosclerosis)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제기되었고, 그 핵심은 복지에 대한 국가역할의 축소에 두어졌다. 또한 복

지정치의 틀 속에서 복지동맹을 형성했던 사회구성원들은 산업구조의 변동에 의

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증대된 재정부담에 대한 입장의 차이, 계급논리로 환원되

지 않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의 등장에 따라 분화되어갔다.

<표 Ⅲ- 1> 유럽 복지국가의 재편 양상 : 1960 ∼1990
(단위 : %)

<표 Ⅲ- 1>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예산의 규모변화를 살펴보면, 복지국가

재편의 징후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복지예산의 증가는 복지국가의 재편

과는 무관하게 증가될 수 있다. 가령, 인구 구조의 변화나 시장의 실패에 의해 대

응해야 할 사회적 욕구의 총량이 커질 경우, 복지예산의 규모는 그 내용의 변화

와는 상관없이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의 재편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

자료 : Huber, Ragin , & Stephens (1997).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비 연간 사회복지비지출 성장률
1960 1975 1989 1960∼75 1976∼89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13.42
15.44
11.64
11.21
10.95
10.83

23.87
23.70
19.20
25.52
25.03
17.01

27.10
22.83
23.42
27.98
35.70
17.11

5.60
3.00
3.66
5.71
5.72
3.14

0.93
- 0.24
5.97
0.71
2.68
0.11

평균 12.25 22.38 25.69 4.44 1.69



나눔과 민간 279

하는 지표는 그 예산규모의 연평균 성장률의 변화추세일 것이다. 다시 <표 Ⅲ

- 1>을 보면, 연간 복지예산의 성장률이 1970년대 중반을 전후로 판이하게 다름

을 알 수 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서유럽 6개 국가들의 연평균 복지예산

성장률은 1960∼75년에 평균적으로 약 4.44%이었지만, 1976∼89년은 1.69%에 불

과하다. 복지예산 성장률의 지체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인구

구조의 변화나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대응해야 할 욕구는 커졌음에도 불구하

고, 오히려 국가복지 예산의 성장률은 낮아졌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서 지속되어 온 복지국가가

재편의 방향으로 돌아섰음을 의미한다. 서구 복지국가의 재편방향은 물론 다양하

다. 우선 하나의 축은 민영화(privatization )로 칭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단히 말

해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길로 이름지을 수

있는 이 방향으로의 선회는 유럽 뿐 아니라 북미와 남미에서 뚜렷하게 보인다.

다른 하나의 방향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방정부나 민간 비영리 조직에 이양하는

분권화(decentralization)이다. 그러나 민영화와 분권화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 할

지라도 이 전략들은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를 다원화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달리

말하자면,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 전략이 서구 복지국가 재편의 중요한 방

향이라는 것이다.

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는 최근 여러 국가들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고질적인 실업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실업자들로

하여금 제3섹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직

업기술과 인간관계 기술을 익히면서 봉사활동을 통해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 장

기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 집단(employer groups)과 밀접한 파트너

십을 구축하고 정부가 고용주 집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는 장기실업자

에게 현장직업훈련(OJT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미국의 클

린턴 행정부도 레이건- 부시 공화당 행정부가 추진해 왔던 자원봉사 진흥책을 더

욱 강화시켰다. 국가봉사단을 조직해서 청년 실업자들의 공익 봉사활동을 유도

해, 생계비와 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한 예이다. 또한 공공복지기금을 기업

과 사회단체, 자조집단 등에게 제공하고, 이들 조직들은 취약계층에게 임금보조,

OJT 프로그램, 직무실습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보이는 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 전략은 사회복지의 제공

과 관련하여 시장과 연줄망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3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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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 지칭되는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들은 연줄망을 통해 사회성원들을 묶어내는

결사체들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연줄망을 매개로 제

공하는 사회복지는 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 전략이 이른 시간 내에 수정되지 않는

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연복지는 그것의 분석적 중요성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현실적인 중요성을 다시금 획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이 한국에서 연복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이유로 활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한국보다 1세기 정도 앞서서 국가복지

의 발전을 주도해온 사회들의 것이며, 이들의 변화방향이 한국에 큰 적합성을 가

진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2) 서구 복지국가 모델의 적합성

한국이라는 현재의 공간에서 연복지의 중요성을 말하려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

는 연줄망을 매개로 사회성원들 사이의 호혜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서구 복지국가

모델이 여러 모로 부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구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다양

한 차원의 비판은 존재하지만, 이 점은 조금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불

완전한 관료와 정치가에 의해 주도되는 복지국가는 자칫 사회성원들이 연줄망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직해 내는 호혜적 생계조직화 방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서구 복지국가 모델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신자유

주의자들의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서구 복지국가 모델은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

를 가진다. 즉, 재분배적 생계조직화 방식의 확장이 교환적 생계조직화 방식을

심하게 훼손한 결과 경제적 비효율성의 문제가 창출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

분배적 생계조직화 방식의 확장은 사회성원들이 연줄망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직

해 내는 호혜적 생계조직화 방식의 쇠퇴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

다. 더욱이 호혜적인 생계조직화 방식의 쇠퇴는 국가복지의 확대뿐 아니라 시장

질서 그 자체에 의해 이미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구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대안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시

장으로부터의 국가의 퇴각, 즉 야경국가(<그림 Ⅲ- 1>의 유형 7)일 수는 없다. 왜

냐하면 가족의 해체, 다른 사회성원에 대한 무관심, 철저한 고립과 사무치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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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문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시장과 국가에 의해 호혜적인 생계조직화 방식이 약화되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서구 복지국가의 이러한 특성은 사실 발생적으로 이미

내재화되어 있던 것이다. 서구에서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이 확대되어온 과정의

반대편에는 근대 국가와 시장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된 공동체의 잔해가 있다. 절

대적 개인으로 남은 사회성원들은 서로를 불신했으며, 그들 사이에서 호혜적인

생계조직화는 불가능했다.

뒤르껭(Durkheim)의 말을 빌리자면 공통의 신념과 감정에 기초한 기계적 연대

(mechanical solidarity )는 깨어진 것이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뜨내기

(stranger )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국가일 수밖에 없었고,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가 뜨내기에 대한 관심에 기초한다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비롯된

다. 지구의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와는 다르다2). 따라서, 복지국가를 서

유럽국가들의 독특한 민족국가 발전 프로젝트로 간주하는 록칸(Rokkan)의 견해

(Flora, 1999)는 타당하다.

(3)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현실

사실 연복지는 서구에서 발전한 다양한 사회복지 모델들에서 그간 간과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와 시장이라는 사회질서가 공동체적 질서를 축소시키면

서 확대되었던 근대화의 도정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복지국가의 발

전이 순조로울 때, 연복지는 전근대의 유산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연복지는 여

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서구에서조차 그것은 때로 그림자 복지국가(invisible

welfare state) 로 개념화되기도 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혈연이나 학연(學緣)에 기

초한 연줄망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표 Ⅲ- 2>는 한국 대도시 주민이 여러

차원의 자원들, 즉 정보나 조언, 재화나 서비스 등에 대해 교환관계를 맺는 사람

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를 조사한 것이다.

<표 Ⅲ- 2>를 보면,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이웃이나 고향친

구 등 지연에 기초한 연줄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연줄망이 근대화에 따라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즉 지리적 영역성에 따른

연줄망은 상당정도 약화된 것이다. 두 번째의 특성은 학교, 직장, 가족 등을 매개

로 한 연줄망이 일상적 활동의 연줄망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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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affective)영역이나, 도구적(instrumental)영역, 교제적(sociable) 영역 모두에

있어 학교동창이나 직장동료 및 부모형제가 자원교환의 주된 대상임을 알 수 있

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결속단위는 약화되었지만, 학연이

나 혈연에 따른 집단적 관계는 여전히 지배적인 결속양식임을 <표 Ⅲ- 2>는 보

여준다.

<표 Ⅲ- 2> 대도시 주민의 전체 연줄망 및 하위영역별 관계유형의 분포

(단위 : %)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해서 형성된 밀도가 높은 집단적 관계가 근대화의 진전

에 따라 친교와 우정에 근거한 느슨한 개인적 관계로 대체되었다는 것은 서구사

회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Wellman, Carrington, & Hall, 1988). 그러

나 <표 Ⅲ- 2>는 서구사회에서 일반화된 이러한 현상과는 상이한 점을 보여준

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지연에 근거한 공동체적 결속을 느슨한 개인적 관계가 대

체하기보다는 학연이나 혈연 등 여전히 밀도가 높은 집단적 관계가 대체했다는

것이다.

학연이나 혈연에 기초한 연줄망은 사회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교육수준과

는 무관하게 도처에서 발견된다.3) 대기업의 경우, 사업의 확장과 대정부 로비를

위해 특정 연줄망의 핵심인사를 스카웃하는 일이 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

하다. 직원채용 과정에서 학연이나 혈연, 혹은 지연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요한 직책은 사장이나 간부와 학연이나 혈연, 혹은 지연관계에 있는 사

람들로 채워진다. 특정상품의 영업에 있어서도 연줄망은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생명보험협회의 1989년 조사에 의하면,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95.5%는 학연

이나 혈연, 혹은 지연관계에 있는 모집인을 통해 가입했다(최봉영, 1994). 대학교

수의 채용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학문적 업적보다는 학연이 더 중요하다고 본

다. 또한, T .K나 P.K, M.K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각종 선거나 공

자료 : 김선업(1992).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부모
형제 친척 이웃 중첩

관계
고향
친구

기타
친구

아는
사람 합계

전체 30.9 24.7 11.2 5.2 7.4 6.5 4.6 6.2 3.3 100.0
정의적 31.8 21.6 12.3 6.0 8.8 6.3 5.1 5.6 2.5 100.0
도구적 22.2 24.0 18.5 8.1 5.6 6.5 3.9 7.1 4.1 100.0
교제적 34.9 29.3 4.8 2.0 6.7 7.6 4.4 6.3 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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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의 승진에서 학연이나 혈연, 혹은 지연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도처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연줄망이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대응이다.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거나 중단될 때, 혹은 인생주기의 중요한 의례에 대한 원조제공은 주로 이

러한 연줄망이 담당한다. 혈연집단의 도움이 일차적으로 제시되며, 학연이나 지연

으로 연계된 사람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연줄망은 심리사회적 원조도 제

공한다.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찾는 조언자는 사회복지 전문가보다는 연줄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회성원들은 자신들의 복지욕구를 연복지를 통

해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있다. 그리고 이 욕구층족의 방식은 국가가 주도하는 국

가복지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원조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여러

경로를 통해 큰 영향을 주고 있다.

3 . 연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1) 연복지의 실태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연복지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 뒤에

서 보다 정확하게 언급하겠지만, 한국사회의 연줄망은 비공식적이며, 촘촘하며,

폐쇄적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줄망을 통해 제공되는 연복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더욱이 연복지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여러 2차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복지의 실태를 살

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활용하는 2차자료는 경제위기 이전 시기와 경제위기 이후 시기를 포

함한다. 이 두 시기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는 이유는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복

지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복지가 긍정적인 방향의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가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고, 사회보험의 영역에서도 의

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연복지의 역할정도가 얼마

나 달라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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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위기 이전의 실태

우선 <표 Ⅲ- 3>은 도시저소득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가구소득 및 생활실태

를 조사한 1995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Ⅲ- 3>을 보면, 도시저소득 가

구의 경우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이전소득을 획득한 경험이 다른 원천들보다 압

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이전소득을 획득한 경험

이 있는 표본의 수는 165개로 전체 유효표본의 18.8%이며, 국가의 연금이나 공공

부조로부터 이전소득을 획득한 경험이 있는 표본의 수는 41개로 전체의 4.7%, 사

회단체로부터의 이전소득을 획득한 경험을 가진 표본의 수는 22개로 전체의

2.5%이다. 도시저소득 가구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보다는 연줄망을 매

개로 가족이나 친척, 혹은 이웃 등이 제공하는 연복지를 더 빈번히 이용하고 있

으며, 그만큼 더 익숙하다는 것이다.

<표 Ⅲ- 3> 이전소득의 원천별 수혜경험여부(n=876)

자료 :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가구소득 및 생활실태조사 자료, 1995.

이전소득의 원천
수혜경험 있음 수혜경험 없음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연금 및 공공부조 41 4.7 847 95.3

가족 및 친척 165 18.8 711 81.2
사회단체 22 2.5 854 97.5

이웃 15 1.7 861 98.3

연복지가 우리 사회에 대단히 일반화되어 있음은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

전체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도시근로자 가구가 획득하는 소득은 다양

한 원천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기에는 통상적인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 및 부업소

득, 재산소득이 있으며, 이 글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회복지 이전소득도 포함되어

있다. <표 Ⅲ- 4>는 1982년부터 1994년까지의 도시근로자 가구가 획득하는 소득

중에서 공적, 사적 이전소득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요약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적보조금은 주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액을 말하며, 사적보조금은 가족 등의 연줄망을 통한 소득이전을 주요원천으로 한

다. 표를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중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5∼3.8% 정도인데, 그의 대부분은 사적보조금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즉, 한

국의 도시근로자 가족이 획득하는 이전소득의 대부분은 연복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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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4> 사적이전소득의 크기와 비중
(단위 : 원, %)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연도 경상소득(A) 근로소득
이전소득(B)

B/A C/A
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C)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288,593
335,746
372,446
392,265
437,163
497,217
576,089
693,506
831,132
984,000

1,201,428
1,340,743
1,500,868

268,265
307,336
345,375
363,919
399,731
452,440
525,008
633,922
751,572
890,552

1,088,423
1,229,612
1,371,111

583
764
796
955
935

1,541
2,243
2,523
3,610
4,511
6,214
7,275
7,579

6,696
11,913
9,768
9,489
11,066
13,353
14,575
18,054
24,800
32,196
36,955
29,866
33,488

2.52
3.78
2.84
2.66
2.75
3.00
2.92
2.97
3.42
3.73
3.59
2.77
2.74

2.32
3.55
2.62
2.42
2.53
2.69
2.53
2.60
2.98
3.27
3.07
2.23
2.23

(2) 경제위기 이후의 실태

고용보험이 매우 짧은 기간 중에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했고, 한시적 생

활보호와 공공근로 사업 등이 실시되었듯이, 경제위기 이후 실직자와 그 가족에

게는 국가복지가 집중적으로 제공되었다. 그리므로 국가복지의 제공이 집중되고

있는 실직자에 초점을 둔 분석은 연복지의 실태를 좀더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

다. 그런 맥락에서 <표 Ⅲ- 5>는 1999년에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국가복지를 보자.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급여 소진자를 포함하면, 실

업급여 수급자는 253명이며, 그 비율은 약 7.8%이다. 조사시점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만을 고려한다면 수급자는 164명이며, 그 비율은 약 5.1%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은 151명이 혜택을 받아서, 그 비율은 약 4.7%이

다. 공공근로사업의 혜택을 받았던 실직자는 52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1.6%에

불과하며, 생활보호사업 역시 경제위기 이후 시작된 한시적 생활보호를 포함할

때 그 수급자는 68명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하다. 비자발적 실직자로 제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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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조사시점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140명으로 전체 비자발적 실

직자의 6.2%이다4).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수급자는 전체 비자발적 실직자의 1.7%

이며, 직업훈련의 수급자는 4.6%, 실직자 대부사업의 경우는 2.1%, 생활보호사업

은 2.0%이다.

<표 Ⅲ- 5> 사회복지 프로그램별 수급자 수와 그 비율

기업복지를 제공받는 실직자의 수는 매우 적다. <표 Ⅲ- 5>에 의하면, 퇴직 위

로금이나 보상금 등의 비법정 퇴직금을 받은 실직자는 130명으로 전체 실직자의

약 4.0%이며, 기업체가 제공한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한 실직자는 16명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비자발적 실직자로 제한할 경우, 기업복지의 수급범위의 변화

는 거의 없다.

부모나 형제, 친인척, 이웃 등 연줄망을 매개로 한 연복지를 살펴보면, 현금이

전의 수급자는 436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13.5%이며, 현물이전의 경우는 328명

으로 전체의 10.2%이다. 비자발적 실직자만을 고려할 경우, 현금이전의 수급자는

주 : 1) 실직자 대부사업, 생활보호, 연복지는 가구단위로 조사된 것임.

2) 연복지는 실업 이후에 수혜받은 것만 포함시킴.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1999.

모든 실직자 비자발적 실직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 국가복지

① 실업급여사업

급여소진가구 포함시

급여소진가구 배제시

253
164

7.8
5.1

216
140

9.6
6.2

② 공공근로사업 52 1.6 39 1.7
③ 직업훈련사업 151 4.7 103 4.6
④ 실직자대부사업1) 57 1.8 48 2.1
⑤ 생활보호사업1) 68 2.1 45 2.0

(2) 기업복지
① 비법정 퇴직금 130 4.0 88 3.9
② 직업훈련사업 16 0.5 13 0.6

(3) 연복지1) 2 )

① 현금 436 13.5 314 13.9
② 현물 328 10.2 245 10.8

전체 3,230 100.0 2,25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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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명으로 전체 비자발적 실직자의 13.9%이며, 현물이전의 수급자는 245명으로

전체 비자발적 실직자의 10.8%이다.

<표 Ⅲ- 6> 제공주체별 사회복지 수급자 수와 그 비율

<표 Ⅲ- 6>은 각 제공주체가 수행하는 역할의 상대적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표 Ⅲ- 5>를 요약한 결과이다. <표 Ⅲ- 6>을 통해 각 제공주체가 제공하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수급한 실직자의 수와 그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 우

선, 실업급여사업,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사업, 실직자대부사업, 생활보호사업 중

에서 1개라도 수급한 실직자는 494명으로, 전체 조사대상 중 15.3%를 차지한다.

비자발적 실직자만 살펴보면 그 비중은 더 커지는데, 실업급여 소진자를 포함하

면 전체 비자발적 실직자 중 16.9%가 국가복지를 제공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비법정 퇴직금이나 기업체 제공의 직업훈련사업을 1개라도 받은 실직자

의 수는 4.4%에 불과하다. <표 Ⅲ- 6>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연복지의 수급자

수와 그 비율이다. 연줄망을 매개로 부모나 형제, 친인척, 이웃들로부터 제공되는

연복지는 현금이전과 현물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중 1개라도 받은

실직자의 수는 571명으로 전체 실직자의 17.7%이다. 비자발적 실직자만을 고려할

때에는 수급자가 411명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18.2%이다. 결국, 경제위기 이후에

국가복지의 많은 확대가 있었지만, 연복지는 여전히 국가나 시장보다 더 큰 역할

을 수행한다.

2 ) 연복지 수급의 결정요인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는 수급자격 요건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 : 1) 실업급여 소진가구도 포함함.

2) 연복지는 실업 이후에 수혜받은 것만 포함시킴.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1999.

제공주체
수급자 수 (모든 실직자) 수급자 수(비자발적 실직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국가1)

기업

연줄망2 )

494
143
571

15.3
4.4

17.7

381
99

411

16.9
4.4

18.2
전체 3,230 100.0 2,25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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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회성원이 그것을 받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기업복지 역시 사규에 의해

기업조직의 성원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연복지가 주로 어

떤 특성을 가진 사회성원들에게 제공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연복지의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활용될

자료는 앞의 <표 Ⅲ- 5>와 <표 Ⅲ- 6>과 동일하다. 물론, 여기에서의 분석5)은 이

론적 모델이나 가설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탐색적인 차원의 것이다. 탐색

적 분석은 비록 특정 현상의 동태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규

명하는 인과적 분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동태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연복지의 수급여부를 결정하

는 요인에 관한 로짓분석의 결과, 모형들의 카이자승(Chi2 )값들은 모두 p=.000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모든 로짓분석 모형들은 적

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형의 예측력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그림 Ⅲ- 2>는 ROC 곡선(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을 통해 모형

들의 예측력을 평가해본 것이다.

<그림 Ⅲ- 2> 로짓모형들의 ROC 곡선

모형이 전혀 예측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 ROC 곡선은 45°선과 일치하며, 모

형의 예측력이 클수록 ROC 곡선은 활 모양으로 더 많이 굽어있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ROC 곡선과 45°선 사이의 면적이 모형의 예측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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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즉, 예측력이 전혀 없는 모형은 ROC 곡선 아래의 면적이 0.5이며, 완전

한 모형(perfect model)은 ROC 곡선 아래의 면적이 1이다. 2개의 모형들은 모두

ROC 곡선 아래의 면적이 0.75를 초과한다. 현금이전 모형의 경우, ROC 곡선 아

래의 면적은 0.8445이며, 현물이전 모형의 ROC 곡선 아래의 면적은 0.7708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래의 <표 Ⅲ- 7>에 나와 있는 Pseudo R2
값의 크기순과도 일치

한다. Pseudo R2 값은 OLS 회귀분석의 R2와 같은 정도의 직관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델의 설명력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게 활용된다.

<표 Ⅲ- 7> 연복지의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로짓분석

* P < .05 ** P< .01 *** P < .001

주 : 수치는 계수의 추정치이며, 괄호안은 z 통계치임.
: Pseudo R2는 1 - ( l1 / l0)임. l0은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계수의 값이 0일 때의

Log - likelihood값이며, l 1은 모든 독립변수들이 고려된 Log - likelihood값임.

독립변수
연복지

현금이전 현물이전
계수 z값 계수 z값

가구소득 .0001 0.138 .0005 0.578

가구재산 - .343*** -6.031 - .166** - 2.854

근로소득 - 2 .065*** -9.764 - .832*** -4.451

가구원수 - .052 - 0.888 - .094 - 1.894

성별 - .611*** -3.292 - .792*** -4.642

연령

40세 미만 .983*** 4.893 1.139*** 5.176

60세 이상 .761* 2.018 - .156 - 0.346

교육수준 .142*** 4.867 .056* 1.970

비자발적 실업 .181 0.865 .327 1.518

주소득자 1.273*** 5.299 .687** 2.910

가구주 - .095 - 0.461 .525* 2.402

현금이전의 경험 .406 1.094 ___ ___

현물이전의 경험 ___ ___ 1.317*** 3.446

상수항 -3.337*** -6.845 -3.053*** -6.513

사례수 2,166 2,190

Chi2 318.50*** 143.89***

Log- likelihood(l1 ) - 577.27 -623.78

Pseudo- R2 0.2363 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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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각각의 분석모형들을 살펴보자. <표 Ⅲ- 7>을 보면, 실직자가 속한 가구

의 재산규모가 적을수록 현금을 이전받을 확률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

물이전도 마찬가지다. 즉, 재산규모가 적은 실직자일수록 연복지의 수급확률은 더

높다. 또한 다른 가구원이 근로소득을 획득하고 있는 가구에 속한 실직자보다는

그렇지 못한 실직자가 현금이나 현물을 이전받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 중의 하나는 그것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혹은 욕구를 더 크게 가지는

취약집단에 대한 기여의 정도이다. 국가복지가 중시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왜

냐하면, 국가복지는 많은 경우에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며, 취약계층에 대한 기여

도도 크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복지는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업에 의해

더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키며, 취약집단에 대한 기여의 정

도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가복지나 기업복지와는 달리 연복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

격적으로 규명된 바 없다. 연복지 역시 소득분배에 역진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

으며, 그와는 달리 욕구가 큰 취약계층의 생활유지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

과도 있다(손병돈, 1999). 재산의 규모가 작거나 별도의 근로소득을 가지지 않은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집단일수록 연복지의 수급확률이 더 높다는 분석결과는 연복지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말해 준다.

취약집단일수록 연복지를 수급할 확률이 높다는 점은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금이전의 수급여부에 관한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과

연령에 대한 가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다. 즉 실직자가 여성일

때, 또는 실직자의 연령이 4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일 때 현금이전을 수급할

확률이 더 높다.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과 낮은 임금 등으로 남성보

다는 더 열악한 지위에 있다. 실직자의 경우에는 더 심하다. 그러므로, 여성 실직

자가 현금이전을 수급받는 확률이 더 높다는 분석결과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관련

하여 연복지가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Ⅲ- 7>에서는 연령에 따라 실직자를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 중

에서 40세 미만 집단과 60세 이상 집단을 분석에 투입했다. 분석결과 40세∼59세

의 실직자 집단보다는 40세 미만의 실직자 집단이, 또한 60세 이상의 실직자 집

단이 현금이전을 수급할 확률이 더 높았다. 이런 분석결과 역시 연복지가 취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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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대해 더 많이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 40세∼59

세 연령집단보다는 40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의 연령집단이 여러 면에서 더 취약

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주소득원이 실직자일 경우에 해당가구의 타격이 더 크다

는 점에서 주소득원이 실직자인 집단 역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는 더 취약하다

고 판단할 수 있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런 집단이 연복지를 수급받을 확률이

더 높았다.

현물이전의 수급여부에 관한 분석결과에서도 성별과 연령, 가구 내에서 실직자

가 차지하는 지위를 나타내는 가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

으로 보면 여성실직자가, 40세 미만의 실직자가, 가구주인 실직자가 현물을 이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한편, 현물이전 수급여부에 관한 분석에서는 가구주 여

부에 대한 가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

구주가 실직자인 경우에 현물을 이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하지만, 60세 이상

의 실직자 집단을 나타내는 가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복지에 대한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해보자. 가장 중요한 점은 연복지는 재

산규모가 더 적은 실직자, 다른 가구원이 근로소득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직

자, 여성 실직자, 연령이 낮거나 높아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실직자, 가구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실직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결국, 욕

구를 많이 가지는 취약집단이 연복지를 수급받을 확률이 더 높은데, 이 점은 사

회복지의 가치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왜냐하면, 욕구를 많이 가지는 대상자에게

자원을 더 배분하는 원칙이 사회복지에서는 중시되기 때문이다.

<표 Ⅲ- 7>의 분석결과에서 흥미로운 또 다른 점은 실직자의 교육수준 변수가

가지는 효과이다. 실직자의 교육수준 변수는 현금이전이나 현물이전 모두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의 방

향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실직자의 교육수준 변수는 이들에게 연복지

를 제공한 사람들(부모, 형제, 기타 친인척, 이웃 등)의 능력을 나타내는 대리변수

(proxy)일 수 있다. 즉, 실직자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 실직자에 대한 가족

의 투자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교육수준이 높은 실직자가 연복지를 수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그의 부모나 형제가 더 많은 경제적 능력을 가졌고, 그 결과

로 실직자가 된 당사자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더 용이하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

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연복지가 가족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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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변수의 효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수

준은 개인의 연줄망 활용 정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정재기, 1997). 즉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그가 활용할 수 있는 연줄망의 범위는 커진다. 유사한 맥락에

서 유유상종(類類相從)의 효과를 염두에 둘 수도 있다. 즉 사람들은 유사한 특성

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 역시 자신과 동질적인

사람들과 유유상종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교육수준이 높은 실직자는 상대적으로

연복지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연줄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다.

세번째로 주목해야 할 분석결과는 연복지의 제공경험이다. 연복지의 제공경험

이란 부모나 형제, 기타 친인척, 이웃 등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이전한 경험이 있

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현물을 이전했던 경험이 있는 실직자가

그렇지 않은 실직자보다 현물을 이전받는 확률은 더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연복지의 속성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복지의 호혜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호혜는 선물교환과 일반화된 교환으로

구분된다. 선물교환이란 주고받음(give and take)을 말하며, 일반화된 교환이란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

다. 선물교환이나 일반화된 교환 모두 받는 사람의 의무가 포함된다. 호혜의 그런

특성을 고려하면, 연복지를 제공했거나 제공하고 있는 실직자가 그렇지 않은 실

직자보다 연복지를 받는 확률 역시 더 클 것이다. 분석의 결과 현물이전에서는

이런 측면이 검증되었지만, 현금이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3 ) 연복지의 문제점

(1) 닫힌 연줄망과 열린 연줄망

앞에서 한국사회의 연줄망은 비공식적이며, 촘촘하며, 폐쇄적이라는 특성을 가

진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연줄망이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특히 그것의

밀도와 규모는 연줄망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가르는 핵심적

인 특성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에 빈번히 사용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라는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 관심을

가지는 연줄망과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Bourdieu, 1985; Putnum, 1993; Por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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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Newton, 1999).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자본을 유형화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했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관계를 맺는 사람들간의 면식여부에 따라 연분(bonding capital)과 연결(bridging

capital)로, 계급, 인종, 성 따위의 사회적 구획을 가로지르는 연줄의 존재여부에

따라 폐쇄적 파당(insular social group)과 시민의 결합(civic engagement )으로,

사회성원간 연대의 원리에 따라 두터운 신뢰(thick trust )와 옅은 신뢰(thin trust )

등으로 구분한다(Putnam, 1993; Gittell & Vidal, 1998; Narayan, 1999; Newton,

1999).

이러한 논의들에 기초하면, 연줄망 역시 크게는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닫힌 연줄망은 집단성이 강하며, 귀속적으로 동질적인 사람들의 연줄

망이다. 닫힌 연줄망은 밀도가 높은 반면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특성을

가진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연줄망의 내부결속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줄망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의식이나 행동 모두에서 동질적일 가능성이

높다. 높은 밀도는 또한 연줄의 중복이 큼을 의미한다. 연줄망을 자원이나 정보의

매개로 생각한다면, 결국 밀도가 높은 연줄망에 속해있는 사람은 연줄의 중복으

로 인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이나 정보를 얻을 기회가 그만큼 적다.

반면에 열린 연줄망은 인종, 계급, 성, 사회적 지위 등의 면에서 이질적인 사람

들의 연줄망으로 그 밀도가 낮은 반면 규모는 크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연

줄망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이질적이기 때문에, 내부 결속도는 닫힌 연줄망의 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즉, 열린 연줄망의 행위자들은 집단성이 상대적으

로 약하다. 한편, 낮은 밀도는 연줄의 중복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이나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 또한 더 높다.

열린 연줄망의 이러한 특성은 흔히 약한 연줄망의 강함(weak tie strength ) 6)으

로 묘사되어 왔다. 밀도가 낮은 반면 규모가 큰 연줄망은 약하지만 도구적 유용

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Granovetter , 1973) 사회 전체적으로(Narayan,

1999)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연고주의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의 연줄망은 어떤 유형의 연줄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회성원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한국의 연줄망은 닫힌

연줄망의 속성을 더 많이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혈연이나 학연 등으로 엮여져서

귀속적인 동질성이 대단히 강하며, 집단성이 크고, 연줄망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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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닫힌 연줄망의 지속 배경

신제도주의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사회제도가 지속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지는

효율성 때문이다(Williamson, 1985; North, 1990). 이들에 따르면, 시장거래는 거

래비용의 문제 때문에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경제적 거래가 수직적으로 통합

된 기업내부나 폐쇄적인 비공식적 결속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기업복지가 존재하

는 이유는 그것이 거래비용을 줄이는 장치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오우치(Ouchi, 1980)는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을 회피하면서, 태업

(shirking )이나 이직에서 초래되는 거래비용을 줄이는데는 시장이나 관료제보다는

유사 혈연적 결속의 원리(clan)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연줄망은 사회적 자원의 교환에서 필요한 상호간의 신뢰

를 확보하는 효율적 기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줄망은 정보나 신뢰를 획

득하는 사회적 자본이다. 일반적으로 연줄망이 창출하는 사회적 자본의 크기는

관련된 당사자 상호간의 유사성, 시공적 근접성, 상호간의 보완성 및 그 관계의

공시성(公示性)에 의해 결정된다(김현주, 1997). 먼저 유사성이란 자라 온 환경이

나 경험, 가치관이 서로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유유상종하는 중요한 배경에는

서로 유사하다는 그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보상이 있다. 둘째, 근접성이란 서로가

공간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는가를 나타내는 말

이다. 공간적,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점은 서로간에 관계를 맺는 빈도를 증가

시킨다. 셋째로, 보완성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나 잘 줄 수 있는

가를 말하는데, 이것은 관계를 지속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공시성이란 그 관계가 일반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를 말한다. 일

반에게 잘 알려진 관계를 파기하는 것은 매우 큰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공

시성이 높은 관계는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된다.

한국의 닫힌 연줄망은 이러한 특성들을 비교적 충실히 가진다. 달리 말한다면,

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자본은 매우 크다. 결국 닫힌 연줄망은 우리사회에서 자

원교환의 효율적 기제이며, 많은 사람들에 의해 합리적으로 선택되어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닫힌 연줄망이 효율성을 가지

고 한국인에게 선택되는 이유이다. 닫힌 연줄망의 효율성이 모든 사회에서 나타

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닫힌 연줄망이 큰 효율성을 가지고 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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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게 선택되는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닫힌 연줄망

의 효율성을 크게 하는 이유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공적 제도의 미성숙

이다.

먼저, 후쿠야마(Fukuyama, 1995)는 공적인 신뢰성이 낮은 저신뢰 사회일수록

가족에 의존하는 가족주의가 발전함을 역설한다. 즉 어떤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척관계가 결속의 주요한 형태가 되는데 반해, 또 다른 사회에서는 자발적인 결

속이 그것을 대체한다. 이 두 가지 결속의 형태는 대체관계에 있다. 가령, 가족이

나 친척이 사회적 결속의 주요한 형태가 되는 사회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만한 토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결속력이 약하다. 자

발적인 결속을 통한 공적인 신뢰의 토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사

적 신뢰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도 바꿔 말할 수도 있다. 후쿠야마는 공적인 신

뢰성이 낮은 사회, 그러므로 가족이나 혈연, 혹은 씨족과 같은 보다 폭넓은 형태

의 친족을 통해서만 사회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가족주의 사회는 경제적 안녕과 번

영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의 조직과 정교한 산업구조를 창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다. 비록 그가 주장하는 핵심은 공적인 신뢰성과 경제적 성패 사이의 관계지만,

우리는 이 논의로부터 닫힌 연줄망의 효율성은 공적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을수록

커질 것이라는 가설을 이끌어낼 수 있다.

김용학은 국가나 법률 등의 공적제도가 거래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다하지 못

하게 되면, 그 대응으로서 사적 제도인 연줄망이 발달한다고 주장한다(김용학,

1996). 여기에서 말하는 거래비용이란 역시 공적인 신뢰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계약이나 약속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제반 비용, 계약이나 약속

그 자체에 대한 쟁의가 발생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제

재비용 등은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경우에, 또는 그러

한 것들을 일관되고 투명하게 강제하는 공적인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

는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없거나,

그러한 신뢰를 사회적 차원에서 강제하는 공적 제도가 미성숙했을 경우에는 사적

제도인 연줄망이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율적인 기제로 등장한다.

이재열 역시 공적으로 제도화된 규칙이나 규범이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상

황, 규칙이나 규범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현저

하게 낮은 상황은 제도적 신뢰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이재열, 1998). 이

러한 사회에서는 공적으로 제도화된 신뢰보다는 개인들간의 사적인 신뢰가 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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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여러 논의들을 요약한다면, 공적인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는 점이 한국사회에서 닫힌 연줄망의 효율성을 크게 만드는 이유라고 할 수 있

다. 한국에서 공적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여럿이 있겠지만,

역시 급속한 졸속 근대화의 탓이 크다. 짧은 기간 동안의 급격한 산업화는 급속

한 지리적, 계층적 이동을 야기했고, 그에 따라 새로운 공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은 사실 매우 컸다. 서구사회의 경우 지리적, 계층적 이동에 따른 전통

적 연대의 해체는 근대적인 계급지위 및 귀속의식으로 채워진 시민사회에 의해

서서히 복원될 수 있었다. 듀르켕이 말한 바와 같이, 유기적 연대원리는 전통사회

의 기계적 연대원리를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 가능성은

제약되었다. 근대화의 속도에 대응한 시민사회의 형성은 국가권력의 강제와 경제

성장의 강박 속에서 더딜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로 시민사회의 유기적 연대원

리는 마련될 수 없었다. 신뢰할 만한 공적인 제도가 형성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것이 사회성원들에게 심각한 긴장과 불안을 초래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

다. 신뢰할 만한 공적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인에게 너무도 익숙한 닫힌 연

줄망이 근대적 사회통합의 기제, 즉 공적인 제도를 기능적으로 대체했을 것임은

역시 쉽게 그려지는 모습이다. 더욱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목격된 그것의 효율

성과 유용성은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닫힌 연줄망의 도구적 유용성을 확신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닫힌 연복지의 문제점

연줄망의 지속배경에 공적 신뢰의 미성숙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사회의 개혁과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지만, 특히 신뢰할 만한 공적 제도를

창출할 필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다. 공정한 법질서의 창출, 절차적 민주주

의의 완성, 정치의 개혁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개혁과제는 모두 신뢰할 만한 공

적 제도의 창출과 관련되어 있다. 닫힌 연줄망과 공적 신뢰 중 어느 것이 선행하

느냐와는 별도로, 이들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한국 사회의 개혁과정에서 연줄

망이 중요한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닫힌 연줄망이 사회개혁의 중요한

표적인 한, 또 그것이 적합성을 가지는 한, 거기에 기초한 연복지는 그것의 기능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미 중요한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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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복지의 두 번째 문제점은 사회변동이 초래할 변화에 따라 연복지의 비효율

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 그것이 약화될 가능성이다. 한국사회의 졸속 근대화가 닫

힌 연줄망의 효율성을 높였다면, 앞으로의 사회변동 또한 그것의 효율성을 저하

시킬 수 있다. 가령, 지연에 기초한 연복지의 급격한 쇠퇴를 생각해보자.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의 집중에 따라 한국의 이주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평균 20.9%에 달하는 높은 이주율(통계청, 1997)은 이웃들끼리 연줄을 형성

할 가능성 자체를 약화시킨다. 지연에 기초한 연복지의 대표적 사례였던 산동네

는 이미 거의 해소되었고, 아파트라는 주거형태는 이웃간의 연줄망이 거의 단절

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한국에서 地緣에 기초한 연복지는 서구사회에 비해

훨씬 약화되어 있는 실정이다(김수현, 2000).

한국 사회의 연복지가 가진 또 다른 문제점은 약한 연줄망의 강함과 관련된

다. 약한 연줄망의 유용성이 큰 이유에는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사회성원들이 거

기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이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자원

과 정보를 연줄망에 속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동질성이 큰

닫힌 연줄망의 유용성은 그 동질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다.

즉,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연줄망은 그 자체가 특권과

정실주의(cronyism)의 온상이 되기도 하지만,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

들로 엮여진 연줄망은 유용한 자원과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약받는다. 복지욕

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유용한 연

줄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립되어 있거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과 정보가 잘 유통되지 않는 연줄망에 소속되어 있다. 결국, 사회적으로 취약

한 사람들은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이나 인적 자본(human capital) 뿐 아

니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4 . 열린 연복지의 가능성 ; 맺음말을 대신하여

여러 면에서 가진 취약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연복지에 대해 우리는 어떤 전

망을 할 수 있을까? 국민최저수준의 보장, 사회적 시민권, 평등, 사회성원간의 연

대와 같은 발전된 국가복지의 보편적 가치들은 대단히 소중하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국가복지의 낙후성이 두드러진 사회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국가복지의 확대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 서구사회에서 귀속적 동질성에 기초한 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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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쇠퇴가 국가복지의 확대와 더불어 진행되어왔음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연복

지에 대해 비교적 쉽게 결론지을 수도 있다. 즉, 국가복지 확대의 절실함과 연줄

망이 가진 문제들의 심각함을 고려한다면, 연복지는 한국 사회의 전근대성을 반

영하는 과거의 유물이며 따라서 그 쇠퇴는 대단히 자연스럽고 바람직해 보이기까

지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그와는 다른 입장에 서 있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네 삶

의 모든 영역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연줄망과 그를 매개로 한 연복지는 우리

에겐 현실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현실을 무시한 채 시도되는 발전전략은 오

히려 더 비현실적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서구 복지국가 모델의 문제점을 생각

한다면, 연복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은 좀 더 커 보인다.

연복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크게 보아 두 가지 유형의 연줄망이 있으며, 한국의 연복지가

가진 부정적 측면은 대체로 닫힌 연줄망이 그것을 매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

선 연줄망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혈연과 학연 등에 기초하여

엮어진 연줄망을 개방성과 다양성에 바탕을 둔 열린 연줄망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작업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의 방향 속에서 진행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새로운 유형의 열린 연줄망들을 창출하는 작업이며, 다른 하나는 닫힌

연줄망들이 개방성을 가지도록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1) 열린 연줄망의 창출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열린 연줄망들이 우리사회에서 형성되고 확산되면 닫힌 연줄망

의 비중은 그만큼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논의들을 살펴보면, 열린 연줄망

의 형성과 확산은 자발적인 민간 비영리 조직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알 수 있다(Putnam, 1993; Newton, 1999; Whiteley, 1999). 즉, 계급과 성, 교육수

준,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다양한 이슈

를 매개로 시간과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열린 연줄망이 형성된다

는 것이다. 열린 연줄망을 민간 비영리 조직과 관련짓는 생각은 미국의 민주주의

를 민간비영리 조직의 활성화에서 찾았던 토크빌의 관찰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토크빌(T ocqueville, 1997)은 여러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동원된 시민의

참여가 미국에서는 매우 빈번히 관찰되는 현상이며, 이것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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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짓는 핵심적 요소라고 판단했다.

현대사회에서 민간 비영리 조직이 수행하는 역할은 대단히 다양하지만, 특히

그것이 열린 연줄망을 창출하며, 다원주의적 민주정치를 가능케 한다는 점은 중요

하다. 폴리와 에드워즈(Foley & Edw ards, 1996; Newton, 1999에서 재인용)는 열

린 연줄망의 창출과 관련된 민간 비영리 조직의 역할을 시민사회 Ⅰ(Civil

Society Ⅰ) 로, 다원주의적 민주정치와 관련된 그것의 역할을 시민사회 Ⅱ(Civil

Societ Ⅱ) 로 묘사한다. 사회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대표하고, 정부의 권

력에 대해 대항하며, 간과되는 이슈들을 제기하는 민간 비영리 조직의 역할이 시

민사회 Ⅱ'인 것이다. 이 글에서 관심을 가지는 시민사회 Ⅰ의 역할은 두 가지

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조직 내부의 과정이다. 민간 비영리 조직에 참

여하는 사회성원들은 시간과 자원을 자발적으로 동원하여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상호신뢰와 절제, 타협, 호혜와 같은 시민적 덕목을 배우며 민주주의적인 논의과

정과 조직화의 방식을 익힐 수 있다. 결국 이 과정은 이질적이거나 낯선 사회성

원들이 서로간에 새로운 유형의 연줄을 형성해내는데 필요한 행동방식들을 학습

하는 과정인 것이다. 민간비영리 조직은 또한 외부적으로도 열린 연줄망의 형성

에 기여한다. 민간비영리 조직의 활성화는 그것의 인적구성에 있어 겹쳐지는 조

직들을 창출하는데, 이 겹침은 결국 민간 비영리 조직들이 만들어낸 여러 종류의

연줄망들 사이에 새로운 연줄이 형성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줄망들의 연줄망

(networks of networks ) 은 결국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단히 상이한 사회성원들을

묶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면, 여러 유형의 민간비영리 조직들의 활성화가 열린 연

줄망을 창출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뚜렷

한 변화양상 중에는 민간 비영리 조직의 활성화라는 현상이 있다. 이 민간 비영

리 조직들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해 동원되었던 관변 조직이나 반정부-

반체제 조직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 결과로 이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문제가 국가나 시장 모두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민간 비영리 조직들은 여러 면에서 아직까지는 취약하다. 특히

열린 연줄망의 형성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

계는 민간 비영리 조직들이 수행하는 또 다른 역할, 즉 앞서 언급한 시민사회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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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이 여

전히 중요한 과제인 우리나라에서 민간 비영리 조직의 이 역할은 특히 절실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비영리 조직의 이러한 역할이 때로는 열린 연줄망의 형성과

확산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사회 Ⅱ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사회성원들의 직접 참여보다는 위임 참여(cheque- book membership)의 방식이

더 많이 활용되고, 그것은 오히려 열린 연줄망의 형성과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Maloney, 1999). 결국 열린 연복지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Ⅰ

의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민간 비영리 조직들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그

런 맥락에서 지역사회 개발(community development ) 모형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의 하나인 지역사회 개발은 사회성원들이 문제를 스스

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며, 문제의 파악 및 해결과정

에서 사회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대단히 중시된다. 이 모형은 이미 미국

에서 1960년대부터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적인 실천모형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우

리나라에서도 새마을 운동을 통해 적용된 바 있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은 위로부

터의 지역사회개발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주목하는 지역사회 개발 모형

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여기에서 주목하는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사회성원들 사

이에 존재하는 연줄망을 발견하고 강화하는 연분전략(bonding strategy)과 그것

을 다른 연줄망과 연결지우는 연결전략(bridging strategy)을 지역사회 개발의 성

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지역사회 개발

모형과는 다르다(Gittell & Vidal, 1998).

이 모형이 우리의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조

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의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결국 열린 연복지의 창출과 관련된 우리의 당면과제들이다.

첫째, 지역사회의 자원과 욕구에 대한 세밀한 조사, 주민들의 참여를 촉발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목표의 설정, 지역주민들의 연줄망 구조에 대한 파악, 여러

유형의 자원과 정치적 지지를 매개할 수 있는 또 다른 연줄망과의 연결 등은 대

단히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과업이다. 안내자(guide), 혹은 중개자(broker )라고 부

를 수 있는 역할이 여기에서는 핵심적이다. 하지만, 이 역할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사회행동(social action)의 맥락에서 풀어갈 때 요구되는 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사회행동 모형에서는 사회성원들의 권한을 강화(empowerment )하고 환경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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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해서 대결의 전선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연결전략은 그 과정에서 부정

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내자나 조력자는 자원을 가진 외부의 유용

한 연줄망을 지역주민의 연줄망과 연결하는 연결전략을 활동의 원칙으로 가져야

한다. 한편, 이 역할은 지역사회의 사회성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문가(specialist )의 역할과도 다르다.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적절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연줄망을 발견하고 동원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행동의 경험을 가진 운동가나 직접적 서비스를 제

공하는 전문가를 발견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자원과 욕구, 연줄망과 연줄망을

연결하는 중개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중개자의 역할을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

로 인정하고,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개발 모형의 핵심은 연결전략이며, 이 전략은 자원을 가진 외

부의 유용한 연줄망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연줄망을 발견

하기란 쉽지 않다. 지역별로 자원이 편재되어 있으며, 그러한 자원을 가진 주체들

의 관심도 낮을뿐더러, 그나마 관심을 가진 주체들도 지원사업보다는 서비스의

직접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가령, 1994년의 경우 기업에 의해 설립된 우

리나라 공익재단들은 지원사업에 26.9%, 서비스의 직접운영사업에 73.1%의 사업

비를 지출했다(홍경준, 1999). 자원을 가진 정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민간

비영리 조직에게 공모계약(competitive bidding )이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지원하

기도 하지만, 이 경우 민간 비영리조직을 공공조직의 대리인(vendor )으로 간주할

뿐이다. 지역사회 개발 모형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운영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둔

연줄망이나 조직이 필요하다7).

셋째, 지역사회 개발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 실천단위의 한계와 가능성이 명확

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는 지연만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지연 뿐 아

니라 엮어짐을 가능케 하는 공동의 결속(common tie)과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이 필요하다.8) 앞서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地緣에 기초한 연줄망은 이

미 대단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지리적 경계에만 기초

하여 기계적으로 지역사회를 설정하게 되면 이 모형의 성공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영역성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공동의 결속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에서는 좀더 활발한 다른 유형의 커뮤니티들9)이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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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닫힌 연줄망의 변화를 위해

영역성의 측면에서는 미흡하지만, 공동의 결속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에

서 더 활발한 커뮤니티에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닫힌 연줄망들이

포함된다. 사실 한국사회에 닫힌 연줄망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

면, 열린 연줄망을 새롭게 창출하는 노력보다는 이 방향의 노력이 더 쉬울 수 있

다. 닫힌 연줄망을 좀 더 개방적인 연줄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닫힌 연줄망

과는 분리되어 있는 사회성원들을 그것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 수용

의 가능성은 그 사회성원의 귀속적 특성에 따라 많은 편차를 가질 것이다. 가령,

학연으로 묶인 어떤 연줄망에의 편입가능성은 그 사회성원의 학교배경에 따라 판

이하게 다를 것이며, 혈연에 기초한 연줄망에의 편입가능성 역시 그의 가족배경

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나 가족배경의 측면에서는 동질

적이지만,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에서는 대단히 이질적인 사회성원들이 매우 많고,

그들이 모두 기존의 연줄망에 편입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나름의 동질성을

기초로 기존의 연줄망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계기를 발견하지 못해서 분

리되어 있는 사회성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런 계기가 주어

진다면 새로운 성원들을 편입시킬 동기를 가진 연줄망들 역시 상당수이다.10) 결

국,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가격기구가 매개하듯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연줄망

과 거기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회성원들을 짝지어줄 방법을 찾는 작업에 대한 무

관심이 닫힌 연줄망의 폐쇄성을 지속시키는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지역사회

의 자원과 욕구에 대한 세밀한 조사의 과정에서 이런 측면들은 특히 주목될 필요

가 있으며, 이 짝지움의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혈연이나 학연의 동질성이 없는 사회성원 역시 닫힌 연줄망에 편

입될 가능성도 있다. 아래의 사례가 한 예이다(중앙일보, 1996년 12월 25일자 기

사).

동창·친목·문중·향우회 등 각종 계모임의 상부상조(相扶相助)정신을 불우이웃

에게 나눠준다. 강릉시가 지역의 계(契)모임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이웃

을 자매결연해 주는 뜻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릉시는 이를 위해 지난 23일

강릉지역 504곳의 계모임 대표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시장 서한문과 자매결연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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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서를 발송했다. 자매결연 대상 불우이웃은 생활보호대상자 2,432가구 5,104명을

비롯, 소년소녀가장 81가구 192명과 사회복지시설 5곳에 수용돼 있는 305명 등 6천

여명. 참여를 원하는 계모임은 자매결연 희망서에 후원하고 싶은 불우이웃을 선택

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매결연이 결정되는 오는 27일 계모임 대표들을 초

청, 자매결연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자매결연을 한

계모임에 대해 불우 가정의 고충사항·지원요령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

로 제공하고 연4회 불우 가정과 계모임의 만남의 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강릉지역에는 2천여 개의 각종 계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파악

된 504곳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한 후 모든 계모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릉지방은 지리적 여건 때문인지, 동창회, 친목회, 종친회, 향우회와 같은 연

줄망이 상당히 발전해 있다. 물론 이런 연줄망은 귀속적 동질성에 기초하여 묶여

있다는 점에서 닫힌 연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강릉시에 의해 주도된 이 사업은 우선 강릉지역에 존재하는 각종

연줄망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약 240개의 각종 연

줄망들이 읍면동 단위의 행정체계를 통해 파악되었다. 강릉시는 이들에게 사업의

취지와 참여방법을 공문과 설명회를 통해 전파했고, 6개월 후에는 100개의 연줄

망들이 81명의 생활보호대상자, 20명의 소년소녀가장, 9개의 한부모가족, 10개의

불우시설과 연계를 맺게 되었다. 연줄망들의 편의를 위해 시청은 읍면동 단위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명단과 생활실태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고, 연줄망들은 접근이

용이하거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자발적으로 선정하였다. 3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들 중 절반 정도만이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에 대한 강릉시의 관심이 대략 6∼7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진 것에 불과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실이 그리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지역에 따른 편차는 있겠지만, 이미 존재하는 연줄망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성원을 짝 지워줄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많다. 지방정부가 그것을 주도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민간 비영리 조직들이 이러한 방법을 지역실정에 맞게 찾아서 적

용해 볼 수 있다. 문제는 그것에 대해 우리가 무관심하다는 것에 있다. 그것에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연복지를 말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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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연복지 수급결정요인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

(1) 종속변수들

① 현금이전의 수급여부 : 실업 이후에 부모, 형제, 기타 친인척, 이웃 등으로부

터 현금원조를 받았거나 받고 있으면 1을, 그렇지 않으면 0을 부여하였다.

실업이후에 현금을 이전받은 실직자는 13.51%이었다.

② 현물이전의 수급여부 : 실업 이후에 부모, 형제, 기타 친인척, 이웃 등으로부

터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실물을 받았거나 받고 있으면 1을, 그렇지 않으

면 0을 부여하였다. 실업 이후에 현물이전을 받은 실직자는 10.16%이었다.

(2) 실직자가 속한 가구특성 변수들

① 가구의 소득 : 실직자가 속한 가구가 1998년 8월에 획득한 전체소득의 합으

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전체소득이란 근로소득(상여금 포함), 자산소득, 사

회보험급여, 민간연금급여, 기타소득을 말한다. 평균값은 66.65만원이며, 표

준편차는 81.87만원이다.

② 가구의 재산 : 실직자가 속한 가구가 보유한 재산규모를 말하며, 1,000만원

미만은 1을, 1,000∼3,000만원 미만은 2를, 3,000∼5,000만원 미만은 3을,

5,000∼7,500만원 미만은 4를, 7,500∼1억원 미만은 5를, 1억∼1억 5천만원

미만은 6을, 1억 5천∼2억원 미만은 7을, 2억∼3억원 미만은 8을, 3억∼4억

원 미만은 9를, 4억∼5억원 미만은 10을, 5억∼7억원 미만은 11을, 7억∼10

억원 미만은 12를, 10억∼29억원 미만은 13을, 20억원 이상은 14를 부여하였

다. 평균값은 2.78이며, 표준편차는 2.08이다.

③ 근로소득의 유무 : 실직자가 속한 가구가 1998년 8월에 획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1을, 없으면 0을 부여하였다. 가구가 획득하는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

은 유급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다른 가구원이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을

가진 가구에 속한 실직자의 비율이 57.99%이다.

④ 가구원의 수 : 실직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이다. 평균값은 3.76이며, 표

준편차는 1.61이다.



나눔과 민간 305

(3) 실직자의 개인특성 변수들

① 실직자의 성별 : 실직자의 성별을 말한다. 67.0%가 남성이다.

② 실직자의 연령 : 실직자의 연령을 말한다. 평균값은 38.01세이며, 표준편차는

12.66세이다. 분석에서는 연령집단을 3개로 구분하였다. 40세 미만 집단은

56.4%이며, 40세∼60세 미만 집단은 38.1%, 60세 이상 집단은 5.5%이다.

③ 실직자의 교육수준 : 실직자의 교육수준을 말한다. 원래의 측정치는 분류변

수이지만, 조작을 통해 등간변수로 수정하였다. 즉 미취학과 무학은 0으

로, 초등학교는 6으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는 9로, 고등학교는 12로, 전

문대학(기능대학, 구사범학교) 는 14로, 대학교는 16으로, 대학원은 18의

측정값을 부여하였다. 평균값은 11.28년이며, 표준편차는 3.54년이다.

④ 가구주 여부 : 실직자가 가구주인 경우에는 1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부여하였다. 52.0%의 실직자가 가구주였다.

⑤ 주소득자 여부 : 실업 이전에 본인이 가구의 주소득자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부여하였다. 65.1%의 실직자가 주소득자이

었다.

⑥ 자발적 실업 여부 : 가장 최근의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는 1을, 자발적인 경우에는 0을 부여하였다. 실직자의 77.14%가 비자발적

실직자였다.

(4 ) 분석에 투입한 기타 변수들

① 현금이전의 제공 경험 : 실업을 전후하여 부모, 형제, 기타 친인척, 이웃 등

에게 현금원조를 주었거나 주고 있으면 1을, 그렇지 않으면 0을 부여하였다.

현금을 이전한 실직자의 비율은 5.35%이었다.

② 현물이전의 제공 경험 : 실업을 전후하여 부모, 형제, 기타 친인척, 이웃 등

에게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실물을 주었거나 주고 있으면 1을, 그렇지 않

으면 0을 부여하였다. 현물을 이전한 실직자는 1.9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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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1) 이문열(2000), 雅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 민음사, 7∼8쪽.

2) 이에 대해서는 홍경준(1999) 3장을 참조하라.

3) 물론,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지배적 결속양식은 다를 것이다. 김선업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지위
가 높을수록 學緣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血緣이 중요한 연줄망으로 활용된다고 한다(김선업,
1992).

4) 조사된 시점인 1998년 9월에는 1998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된 1∼4인 사업체 근로자, 월평
균 근로시간 80시간 이상 및 1월 이상인 임시, 시간제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5)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의 측정방법과 그 기술적 통계치는 부록을 참조하라.

6) 물론 약한 연줄망의 강함이라는 명제와 대비되는 주장도 있다. 강한 연줄망의 강함이 그것인데, 특히
한국의 닫힌 연줄망은 도구적 유용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재기, 1997).

7)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와 같은 조직들이 더 많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8)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티를 영역성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로 번역하는 것은 별로 합당치 않아 보인다.

9) 뒤에서 언급할 닫힌 연줄망 외에도 최근에는 가상공간을 통해 형성되는 연줄망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 이점은 동문회, 향우회, 종친회 등과의 인터뷰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는 김상균·홍경준
(1999)를 참조하라.



나눔과 민간 307

참고문헌

김상균·홍경준(1999),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 낙후된 국가, 성장한 시장, 그리고

변형된 공동체 , 사회복지연구 , 제13호.

김선업(1992), 한국사회 연줄망의 구조적 특성 , 한국사회학 , 제26집(여름호).

김수현(2000),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 그 이상과 현실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용학(1996), 연결망과 거래비용 , 사회비평 , 제14호. 나남.

김현주(1997), 끈끈한 연줄의 나라, 한국 , 임태섭 편저, 정, 체면, 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 한나래.

볼런티어21(1999), '99 한국인의 자원봉사 의식 및 활동현황」.

손병돈(1999),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 한국사회복지학 , 제39호.

이문열(2000), 雅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 민음사.

이재열(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 사상 , 여름호. 나남.

전국경제인연합회(2000), 1999 사회공헌백서 .

정재기(1997), 한국인의 개인적 연줄망에 대한 경험적 연구; 사회적 자본개념을

중심으로 ,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주성수(1996), 사회문제와 사회봉사 ,『대학의 사회봉사』, 한양대 사회봉사단

편.

______(1997), 백과 총론 , 자원봉사프로그램 백과 제1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______(1998), 기업- 대학 사회봉사 파트너십모델 , 삼성사회봉사단 연구보고서.

______(1999a), 생산적 사회복지정책 , 한양대 출판부,

______(1999b), 공동생산과 자원봉사 , 한양대 출판부.

최봉영(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I): 일반이론의 구성 , 느티나무.

토크빌(A. T ocqueville)(1997), 미국의 민주주의 I/ II , 한길사.

통계청(1997), 1995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

폴랴니(K. Polayni)(1991), 거대한 변환: 우리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기원 , 민음

사.

_________________(1994), 초기제국에 있어서의 교역과 시장 , 민음사.

홍경준(1999), 한국의 사회복지체제 연구: 국가·시장·공동체의 결합구조 , 나

남.



308 나눔의 경제 -보다 나은 공동체를 위하여-

후쿠야마(F . Fukuyama)(1996), 트러스트 , 한국경제신문사.

Bourdieu, P .(1985), T he Forms of Capital, J . Richardson (ed.), H andbook of

Theory and R esearch f or the S ociology of E ducation, Greenwood Press .

Brown, E .(1999), Assessing the Value of Volunteer Activity , N onp rof it and

Voluntary S ector Quarterly , 28/ 1, pp.3∼17.

Brundney, J .(1990), F ostering Volunteer P rog ram in the P ublic S ector, San

Francisco: Jossey- Bass.

Conference Board(1993), Corp orate Volunteer P rog ram s: B enef its to B us iness.

________________(1996), M eas uring Corp orate Comm unity Involvem ents.

________________(1997), Corp orate Volunteerism : H ow Fam ilies M ake a

D iff erence .

Connors, T .(1995), The Volunteer M anag em ent H andbook , N.Y.: John Wiley &

Sons.

Drucker , P .(1994), T he Age of Social T ransformation, A tlantic M onthly ,

November .

Ekeh, P .(1974), S ocial Exchang e Theory ; The Two Tradi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

Flora, P.(1999), S tate F ormation, N ation- B uilding, and M ass P olitics in

E urop e: The Theory of S tein R okkan, Oxford University Press .

Fukuyama, F .(1995), Trus t: The S ocial V irtues and the Creation of P rosp erity ,

N.Y.: Free Press.

______________(1999), Social Capital and Civil Society,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IM F Conf erence on S econd Generation R ef orms .

Gastin , K. and J . Smith (1997), A N ew Civic E urop e ? A S tudy of the Ex tent

and R ole of Volunteering , London : Volunteer Center UK.

Gittell, R., & A. Vidal.(1998), Comm unity Organiz ing : B uilding S ocial Cap ital

as a D evelopm ent S trategy , SAGE publications .

Gouldner, A.(1960), T he Norm of Reciprocity ; A Preliminary Statement ,

A m erican S ociolog ical R eview, Vol.25.

Granovetter , M.(1973), T he Strength of Weak T ie, A m erican J ournal of

S ociology, Vol.78.



나눔과 민간 309

Homans, G.(1974), S ocial B ehavior; I t 's E lem entary F orm s. Harcourt , Brace &

World.

Huber , E., C. Ragin, & J . Stephens (1997), Comparative W elfare S tate Data

S et, Northwestern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Independent Sector (2000), Giving and Volunteering, Washington, D.C.

(www .indepsec.org)

Maloney, W.(1999), Contracting out the Participation function : social capital

and chequebook participation, Jan W . van Deth et al. (eds .), S ocial

Cap ital and E urop ean D em ocracy , Routledge.

Mauss, M.(1990), The Gif t: The f orm and reason f or Exchang e in A rchaic

S ocieties , T ranslated by W . D. Halls , W. W. Norton .

Narayan, D.(1999), B onds and B ridg es : S ocial Cap ital and P overty , World

Bank.

North, D.(1990), Ins titutions, Ins titutional Chang e and E conom ic P erf 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wton, K.(1999),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modern Europe, Jan W .

van Deth et al. (eds .), S ocial Cap ital and E urop ean D em ocracy ,

Routledge.

O 'Connell, B.(1999), Civil S ociety : The Underp innings of A m erican

D em ocracy , Hanover ,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Ouchi, W.(1980), Markets , Bureaucracies and Clans, A dm 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 Vol.25.

Pidgeon, W .(1998), The Universal B enef its of Volunteering , New York : John

Wiley & Sons.

Points of Light Foundation (1993), D evelop ing a Corp orate Volunteer P rog ram .

___________________________(1994), A N ew T radition: E mp loy ee

Volunteering in Japanese-Aff iliated Companies .

Polanyi, K.(1977), The L ivelihood of M an, Academic Press .

Portes, A.(1998), Social Capital: It 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 nnual R eview of S ociology , Vol.22.

Putnam, R.(1993), M ak ing D em ocracy W ork : Civic Traditions in M odern



3 10 나눔의 경제 -보다 나은 공동체를 위하여-

I tal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_____(1993), Prosperous Community :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 m erican P rosp ect, no.13.

Rein, M., & L. Rainwater (1986), T he Public/ Private Mix . M. Rein, & L.

Rainwater (eds.), P ublic / P rivate Interp lay in S ocial P rotection: A

Comparative S tudy , M. E. Sharpe.

Salamon, L. et al.(1999), Global Civil S ociety : D im ens ions of the N onp rof it

S ector, Baltimore: 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

Smith, C.(1994), T he New Corporate Philanthropy, H arvard B us iness

R ev iew, May- June

Smith J . and Weismann N. eds .(1995), Volunteering in E urop e , London :

Volunteer Centre UK

T hompson, G. et al.(1991), M arkets, H ierarchies & N etwork : The

Coordination of S ocial L if e. Sage Publications.

T itmuss, R.(1976), E ssays on 'the W elfare S tate ', George Allen & Unwin.

Van Deth, J ., Maraffi, M, Newton, K. and Whiteley, P.(1999), S ocial Cap ital

and E urop ean D em ocracy , London : Routledge.

Wasserman, S., & K. Faust (1994), S ocial N etwork A nalys is; M ethods and

App 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ker , A.(1984), S ocial P lanning : A S trategy f or S ocialis t W elfare, Basil

Blackwell.

Wellman, B., P . Carrington, & A. Hall.(1988), Network as Personal

Communities , B. Wellman, & S. Berkowitz (eds .), S ocial S tructure: A

N etwork A pp 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Whiteley, P .(1999), T he Origins of Social Capital, Jan W. van Deth et al.

(eds.), S ocial Cap ital and E urop ean D em ocracy, Routledge.

Willamson, O.(1985), The E conom ic Institutions of Cap italism , Free Press.

Wilson, J . and M. Musick (1998), T he Contribution of Social Resources to

Volunteering, S ocial Science Quarterly , 79/ 4, pp.799∼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