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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3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복지재단은 20개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의 충실을 기하
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강화로 인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
므로 복지재단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 실태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이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설립된 복지재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일부 
재단에서 대두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복지재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복지재
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핵심인재, 독립성, 정보화

Abstract  The number of welfare foundation to which local governments have contributed is 20 as of 
December, 2013. A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ends to be more stressed than that of central government 
to achieve the fulfillment of local residents' welfare,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foundation by local 
governments is increasing. Considering that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foundation will increase in future due 
to the reinforcement of local autonomy it is evident to study the means to operate welfare foundations 
transparently and effectively. In this situation there has been neither review on the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welfare foundations until now nor study suggesting its improvement direction or activation plan. Therefore, this 
study delves into the current status of nation-wide welfare foundations and several problems occurr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it is aimed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welfare foundations and the activation 
of welfare fou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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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에서 ‘기 자치단체가 출연한 복지재단’(이하에서

는 ‘복지재단’이라고 함)은 2004년 서울 동작구의 ‘동작복

지재단’이 처음 설립되었다. 2013년 12월 기 으로 국

에는 18개의 복지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서울 강서구와 

 유성구는 복지재단 설립 조례가 통과되어 출범을 

한 비가 한창이다. 지역주민에 한 복지의 충실을 

기하기 해서는 앙정부가 아닌 기 자치단체의 역할

이 증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1] 복

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1월에는 화성

복지재단과 증평복지재단 등이 심이 되어 ‘ 국 기

자치단체 복지재단 의회’가 창립되어 국의 복지재단

들이 가진 지식, 기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성을 증진시키

고, 회원의 권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재단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지역의 복지수

요에 탄력 으로 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

지 서비스 제공에 심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 설립

되었지만, 최근에 일부 복지재단에서 사회  물의를 일

으키고 있어서 복지재단에 한 리강화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국의 복지재단 에서 기에 설립되었

던 복지재단은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역자치단체의 

검을 받아 탁시설 운 과 이사회 운  등에서 크고 작

은 문제 이 지 되었다. 한, 몇 개의 복지재단은 해당 

기 자치단체 행정감사에서 채용과정에서의 문제 이 

지 되는 등 복지재단의 운 과 리에 있어서 문제 이 

지 되었다. 

  그러나, 복지재단은 해당 기 자치단체의 리 내지 

의회의 행정감사를 받거나, 산 사용을 공표하는 등의 

제한 인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나, 복지재단이 

기 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감

독에는 한계가 있으며, 심지어 재단의 독립  성격을 이

유로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조차도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

타나기도 하 다. 재 국에는 20여개의 복지재단이 

설립되었거나 설립 조례가 통과되었으며, 특히 2012년 

이후에 국에서 6개 재단이 설립되었거나, 비 임에

도 이러한 재단을 실질 으로 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

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강화로 인하여 앞

으로도 이러한 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므로 복지

재단을 리하거나 보다 효율 으로 재단을 운 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 까지 복지재단에 한 운  실태 

등의 문제 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이나 활성

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에 설립된 복지재단의 운

황을 악하고 일부 재단에서 두된 문제 을 토

로 하여 그에 따른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복

지재단 본래의 목 을 달성하고, 보다 활성화되는데 이

바지하고자 한다. 

2. 복지재단의 현황 및 문제점

2.1 복지재단 현황

복지재단은 각 지역의 조례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국에 복지재단은 2004년 7월 동작복지재단이 설립된 

이후 국 으로 확산되어 지역의 복지 향상을 해 노

력하고 있다. 2013년 12월 기 으로 복지재단이 설립되

었거나, 설립 조례가 통과된 지역은 서울권(동작, 양천, 

구로 희망, 노원 교육, 강서)과 충청권(증평, 서산, 청주, 

당진, 유성)이 5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권 4개(시흥 1%, 

평택, 화성, 김포), 라권 3개( 양 사랑나눔, 목포, 신

안), 경상권 2개(달성, 거제), 강원권 1개(태백) 등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복지재단은 시 지역에 18개가 설립되었

으며, 군 지역은 2개(증평, 신안)가 설립되었다. 이외에도  

춘천, 여수 등에서 복지재단 설립을 한 비가 진행 

이어서 앞으로도 기 자치단체에 의한 복지재단 설립은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복지재단에 하여 조직의 산, 인력  사업 

부문을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의 복지재

단은 해당 기 자치단체의 출연 으로 운 된다. 복지재

단의 출연 은 동작·양천사랑·증평·목포복지재단 등이 

20억원 이었고, 청주시의 복지재단에 한 출연 은 50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작복지재단은 20억

원으로 출범하여 재는 35억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각 재단에 근무하는 인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

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 으로 비정규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인원은 

체 으로 5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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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복지재단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국의 복지재단 에서 동작·평택·김포 등의 

9개 복지재단은 내의 노인복지 과 장애인복지  등을 

수탁사업으로 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구로희

망·화성·청주·목포 등의 복지재단은 수익사업이나 수탁

사업을 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welfare foundation
No. Region Name

Foundation

day
Staff

Consignment

business

1

Seoul

Dongjak 2004. 7. 8 o

2 Yangcheon 2005. 12. 5 o

3 Guro Hope 2009. 3. 4 x

4 Nowon Education 2011. 10. 6 o

5 Gangseo
regulations

enactment
- -

6

Kyeong

gi

Siheung 1% 2005. 12. 5 x

7 Pyeongtaek 2008. 12. 8 o

8 Hwaseong 2009. 12. 7 x

9 Gimpo 2012. 3. 8 o

10
Gang

won
Taebaek 2010. 3. 1 o

11

Chung

cheong

Jeungpyeng 2009. 5. 4 o

12 Seosan 2011. 12. 8 o

13 Cheongjoo 2012. 7. 15 x

14 Dangjin 2012. 9. 5 o

15 Yuseong
regulations

enactment
- -

16

Jeol

la

Sharing Love of

Gwangyang
2008. 4. 5 o

17 Mokpo 2008. 6. 7 x

18
1004 Islands 

Shinan
2008. 6. 4 x

19 Gyeong

sang

Dalseong 2008. 10. 4 o

20 Geoje 2012. 7. 4 x

2.2 복지재단 문제점

  복지재단은 지역복지 보다 상 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역의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 과

정에서 많은 이해 계자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명하

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조직 리의 차원 구

분에는 연구에 따라 다양한 요인이 나타나지만, 공공정

책이나 재정 변화 등의 외부환경 요인과 리자의 리더

십과 인사 리 등의 조직내부 요인으로 크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2]. 특히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앙정부의 

정책에 응하기 해 복지재단의 탄력 인 산 운용 

 사업 집행, 핵심인재의 채용을 통한 업무집행은 무엇

보다 요하다. 공익기 이나 재단의 활성화를 한 연

구에서도 인력  회계 운 의 불투명성, 일 성 없는 사

업 진행, 재단 운 에 한 명확한 지침 결여 등이 문제

으로 지 되었다[3]. 재 일부 복지재단에서 산 집

행과 인력 채용 등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지속 으로 발

생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지역의 특

성과 무 한 사업진행으로 본래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실제로 각 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사례

를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2.2.1 예산 및 인력부문

  복지재단은 기 자치단체의 출연 으로 운 되는 경

우가 부분이다. 복지재단을 설립한 기 자치단체의 재

정여건은 모두 다르지만, 상 으로 재정이 열악한 증

평군과 거제시가 각각 20억원, 22억원을 복지재단에 출

연 으로 지원했으나, 비슷한 수 의 재정여건을 가진 A

지역의 복지재단에서는 10억원을 출연하 다. 한, 복지

재단은 기 자치단체의 출연 에 의존하여 운 되고 있

는 상황에서, 재단의 산 운용과 련하여 기 자치단

체  의회의 행정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을 목  외로 사용하거나, 자의 인 산집행으로 물의

를 일으키고 있다. B복지재단은 보조  지원 상이 아

닌 단체의 창립총회 홍보비 산을 부당 지 하거나, 

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부분에 용역비를 임의로 지출하

다. 한 사무용품을 과다 구입한 뒤 문제가 되자 지출 

결의서 날짜를 허  기재하는 등 산을 부 하게 사

용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  물의를 일으켰다.  

  한, 복지재단의 이사장은 모두 비상근 형태이지만, 

학교수, 사회복지단체장은 물론 종교인, 사업가, 정치

인 등이 선임되어 있어서 일부 이사장의 경우에는 문

성이 다소 문제가 되었고, 자신의 정치  홍보창구로 이

용된다는 비 을 받기도 하 다. 기 의 표는 공분

야의 지식만큼 요한 것이 리더로서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분야에 한 문성 내지는 포

인 이해가 부족하다면 조직 리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이

고, 조직구성원들과의 신뢰 형성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이다. 최근에 설립된 C복지재단은 재단의 실무 책임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채용과정이 

1) 문제가 발생한 복지재단을 직접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단순 
이니셜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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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지역 의회의 행정감사에서 

지 을 받기도 하 다. 한 D복지재단은 재단과 갈등이 

있는 탁 시설의 직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재단 이사

장의 지인이 채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방노동

원회와 앙노동 원회의 부당해고 결을 받기도 하

다. E복지재단은 실무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지역인사의 

가족을 채용하면서 지역사회의 비 을 받기도 하 다. 

그 복지재단은 공정한 채용 차를 통하여 인력을 선발했

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투명하지 못한 차를 진행함으

로써 복지재단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다. 

더욱이 지역 인사 내지 심지어 복지재단의 계인을 채

용하기 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공고를 한다는 것

은 지역을 표하는 사회복지기 의 지 를 스스로 포기

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2.2.2 사업 및 관리부문

  일부 지역의 복지재단은 소속 직원이 몇 명에 불과하

지만, 내의 복지  등의 시설을 수탁운 하며 리하

고 있어서 복지재단 설립목 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F복지재단은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1명에 불과하여 재

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단지 내의 

장애인 복지  등을 수탁운 하고 있는 차원이다. G복지

재단은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

하는 시설을 탁 운 해야 하지만,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 하고 있어서 시정을 요구받았다. 한, H복지재단과 

해당 이사장은 지역의 재개발사업 여 의혹, 주민의 개

인정보 유출,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한 문제가 두되

었고, 이사회의의 요 안건을 수차례 회의 없이 서면으

로 의결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심지어 I복지재단의 이사장은 해당 지역 정치인이 복

지재단에 한 비 을 하는 등의 이유로 갈등이 있는 상

황에서 공식석상에서 감정 으로 응하여 사회  물의

를 일으키기도 하 다. J복지재단은 설립과정에서 지역

에서의 불 화음을 차단하기 해 해당 내의 복지법인

에게 사회복지시설은 운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

써 복지재단의 상에 하지 못했다는 비 을 받기도 

하 다. 더욱이, 기 자치단체에서 매년 복지재단에 지원

을 지 하면서도 재단의 활동을 지도·감독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극 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

는 기 자치단체는 업무 소홀이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에 하여 해당 복지재단은 나름

로의 이유와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만, 어도 그런 

문제로 인하여 지역에서 갈등 내지 혼란이 발생한 만큼 

원만한 문제해결을 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복지재단은 이런 문제에 하여 고민

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 에 제반사항의 

검토가 요구된다. 

3. 복지재단의 활성화 방안

  지 까지 복지재단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주로 재단 운

에서의 산, 인력  사업부문과 련된 것이므로 일

련의 사태에 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내

용을 심으로 몇 가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 다. 국

의 복지재단은 재까지 발생한 문제  내지 지역 내 갈

등으로 인해 복지재단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공개 으로 업무를 집행해야 하며, 기

자치단체로부터 복지재단의 산  인력운용은 독립성

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재단에 한 지역

사회의 기 에 부응하고, 사회복지와 련한 구성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해와 조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3.1 예산 및 인력

  국의 복지재단은 기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정 지

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 자치단체 내지는 그 단체장의 

향을 받아 복지재단 운 의 독립성을 해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복지재단이 수익사업이나 내 시설을 수

탁하여 운 하는 경우에는 지역 복지 과의 갈등을 유발

할 수 있어서 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재정문제

를 해결하고 복지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 으로 출연 을 모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 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단의 이사로 선임하여 재단의 활동과 역량을 감시하는 

시민 배심원 구실을 기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복지 실 을 해 민간의 역할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기

자치단체와 머리를 맞 고 복지문제를 해결하고자 의

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해지는 복지 수

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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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실 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한 기 자치단

체장의 의지가 복지재단의 산 반 을 좌우되므로 복지

재단, 지역 주민, 기 자치단체와의 소통이 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재단에 한 지역주민의 공감

가 형성되면 단체장의 입장에서도 더욱 극 으로 재단

에 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이 복지

재단에 해 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으므로 단체장의 

임의 인 향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복지재단의 인력과 련하여, 정치  입김이 

작용해 재단 이사장이나 직원들이 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로 구성되면 그야말로 산을 낭비하는 무용지물 조

직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환경의 불확실성과 조직간 경

쟁이 심화되면서 핵심인재(top talent)에 한 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4]. 핵심인재의 리에 하여 내부 

노동시장에 을 두어 조직 내에서 상을 선정하고 

육성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노동시장에 을 두어 핵

심인재의 확보에 을 맞출 것인지는 지역여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5]. 그러나, 지역에서 사회복지에 한 유

능한 인재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조직 

내지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핵심인재의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므로 인력 리를 탄력 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재단 업무의 문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평택복지재단은 사회복

지 련 공공·민간·학계 문가 25명을 조사연구 원으

로 하 다2). 이와 같이 국책연구기 이나 역자치

단체의 복지재단에 비하여 상 으로 산이 부족한 기

자치단체의 복지재단은 문 인력을 상시 채용하기보

다는 사업성격과 정책 방향에 따라 탄력 으로 인력을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복지재단의 이사장과 실무책임자를 선임하는 경

우에 업무의 문성과 함께 리더십 등을 검증하며, 기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철 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사

회의 재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재가는 사회

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특권을 인정받는 것인데 이는 공

식  비공식 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6]. 각 기 자치단

체장의 측근 내지는 직 공무원이 복지재단의 이사장 

2) 위촉된 조사연구위원들은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연구’와 
‘공공 일자리 가이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그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 인권의 실태 및 기초자료를 구축하
고 공공 일자리 현황 및 동향을 정리할 예정이다. 

 실무책임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단체장과 이해 계

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 인 입장에서 재단을 

운용하거나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형식 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복지재단의 이사장은 자신의 임

명권을 가진 단체장의 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

립  법인이라 하더라도 스맨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복지재단의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이러한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신뢰받는 리더십은 

감  동기와 지  자극을 통해 구성원들의 직무열의를 

증가시켜 조직 업무수행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됨을 인식

해야 한다[3]. 

  다음으로, 재단의 실무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객 성

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기 자치단체의 리자가 

복지재단의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면 으로 참여하

고, 다른 형 차 없이 면 만으로 직원을 채용함으로

써 지역에서의 불신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여러 계

자로부터 따가운 총을 받고 있다. 한,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채용기 을 제시하여 채용 차를 

진행하고, 그 특정인이 합격됨으로써 지역 갈등을 유발

하여 복지재단 체에 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의 조를 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 자치단체장의 측근 내지 친

인척, 지역 유력인사의 가족, 복지재단의 계자 등의 특

정인을 채용하기 한 형식 인 채용 차는 근 되어야 

한다. 구에게나 평등하고 타당한 기 을 제시하면서 

그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남복지재단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했

으며, 직종·직 별로 출제 과목과 시험 시간을 달리하여 

업무에 한 문성은 물론 직원 채용의 객 성을 담보

하 다.  

  

3.2 사업영역

  복지재단은 기 자치단체의 공식 행정체계 내에서 수

행하기 힘들거나 업무 수행이 효율 이지 못한 경우에 

효과 인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지역에

서의 실정에 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비하

고 집행하는 것이 요하다. 더욱이 각 지역의 복지재단

은 지역 주민에게 보다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환경조성이나, 지역문제에 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비 리조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 독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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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foundation)이나 지역사회재단(community 

foundation)과 달리 외부에 지원 을 직 으로 주지 않

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한 심이 타 재단에 비해 낮다

는 을 고려해야 한다[7].  

  첫째, 각 지역의 복지재단은 지역의 특성을 반 한 사

업을 진행해야 한다. 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 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복지시설 종

사자를 상으로 한 ‘역량강화교육’은 부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를 들어, 평택복지재단은 ‘지역사회 공

동체  삶을 회복하기 한 인문학 강좌’와 련해 자활

사업 참여자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함으로써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도  의식을 고

취시키고 있으며, 타인과 사회와의 계를 새롭게 정립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을 맞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별화된 사업을 시도하고 있어서 정 인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각 기 자치단체와 복지재단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바람직하다. 를 들어, 최근에 시행된 성년

후견제도에 있어서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민후

견인 양성과정’에 하여[8] 기 자치단체와 복지재단이 

함께 개설하고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업

진행 형태는 시민의 참여를 제고하여 시민의 호응과 다

양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복지재단 활동의 공정성까지

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의 복지재단은 재정과 인력부문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다수의 사업 역에서 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지역 특성과 재단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부문에 집

할 필요가 있으며, 차 그 역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복지재단 에서 정책연구 을 운 하는 곳이 일부 나타

나고 있지만, 이 재단에서도 사회복지분야의 문가가 

근무하는 경우는 2∼3명에 불과하며, 부분의 인력은 

그들의 연구를 보조하는 수 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 인 

정책 개발  조사연구를 담당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더

욱이 복지재단의 정책연구원들은 본연의 업무 이외를 담

당하면서 차 의욕을 잃어 업무에 한 침체기를 거쳐 

좌 과 무 심의 단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복지재단의 

연구부문에 한 반 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한 방안으로 문성을 갖춘 연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

여 지역  정책개발을 한 연구 성과를 제고하든지, 아

니면 연구부문은 정부출연연구원에 탁하거나 지역의 

문 인력을 탄력 으로 이용하는 등의 략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3). 

  그나마 복지재단의 출범 목 과 성격에 부합하여 정책

개발을 주력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복지재단이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이 복지재단의 ‘노인일자리 확 를 

한 합 직종 연구’와 ‘기부문화 확산을 한 연구’ 등의 

연구결과물이 국제학술 회에서 발표되었다. 이러한 국

제 학술 회에 기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복지재단이 도

한다는 자체만으로 매우 고무 이며, 우수한 성과물을 

통한 호평을 받음으로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복지재단

의 연구 성과를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3 기타

  복지재단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안을 해결하는 성과도 요하지만, 복지재단의 효율을 

더 높이고 지역 주민의 호응과 신뢰를 제고하기 해서

는 복지재단의 연구 성과  사업 내용, 운 실태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각 복지재단의 재정  사

업 황에 한 지역 주민들의 근을 보다 용이하도록 

복지재단 홈페이지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 언론에 공

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재단 상호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신설 복지재단의 안정성 확보와 재단간의 상호

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복지기  등의 서비스 공 자  서비스 이용자에 한 

략  세부지침을 정보화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여  서비스를 통합 으로 

제공하고 리할 필요가 있다[9]. 이러한 과정은 기 자

치단체의 복지행정업무 효율을 도모하는데 일조할 수 있

으며, 지역 주민에게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한 만족도 제고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복지재단에 한 

3)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경우에도 서울복지
재단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정책연구팀을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재단에서 연구팀을 구성하고
자 채용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규모 및 전문성 면에서 여
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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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문제 을 살펴 으로써 그에 따른 복지재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의 활성화를 처음으로 모색했

다는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복지재단의 활성화를 

해서 첫째, 산부문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 으로 

출연 을 모아 복지재단의 재정  독립을 도모하거나, 

지역주민의 지지를 제로 기 자치단체의 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인력부문에서 객 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이사장

과 실무책임자를 선임함에 있어서 문성과 함께 리더십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둘째, 복지재단의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과 재단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

정부문에 집 하면서 사업 역을 차 확 할 필요가 있

다. 셋째, 복지재단의 연구 성과, 사업 내용  운 실태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호응과 

신뢰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 시 에 지역 복지재단의 요성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일부 복지재단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

에 의해 소명감을 갖고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부분의 복지재단과 그 구성원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

서는 안 될 것이며, 그들이 갖고 있는 순수성과 문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의 근

무여건이 개선되고, 구성원의 역량이 강화되어 그들의 

소신과 능력을 최 한 발휘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환

받는 복지재단으로 거듭나기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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