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 감

최근기업의사회공헌활동과기부문화가확

산되면서자발적민간복지의규모와역할에관

심이높아지고있다. 자발적민간복지는노령ㆍ

질병ㆍ실업 등 사회위험을 민간모금기관이나

종교단체, 기업의자발적참여로이뤄지는복지

이다. 이러한민간의자발적복지는공공복지의

한계 보완으로 비수급빈곤층을 등을 지원하며,

그 기본은 나눔에 있다.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

조되는시점에나눔에대한우리나라의전체지

출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위치를알아보고자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나눔통계1)가 필요한

데아직이에대한학계의합의된개념이없다.

그나마 OECD가 제시한 자발적 민간복지지출

(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이민간모

금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을 아우르고 있

어 나눔통계로 활용하는데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과 범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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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기업의사회공헌활동과개인·단체의기부를통한민간복지의역할이점차커지고있다. 이러한시점에나눔통계로본우

리나라의 지출규모와 참여주체의 비중, 국제수준 등에 대해 알아본다. 나눔복지의 지출규모는 2009년 17조 148억원(GDP대비

1.60%)으로 추계되었다. 재원별 구성비는 기업의 근로자복지가 88.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에 공헌

하는 복지는 11.5%(기업의 사회공헌활동 6.7%, 민간모금 2.7%,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 1.9%순)로 나타났다. 나눔복지의 역

은 소득, 장애, 보건, 그리고 기타로 구성되어 있는데 OECD국가의 평균경향은 4분야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의생계지원인‘기타’에치우쳐있다. 나눔복지를전달함에있어공공복지와의중복이나반대로공공복지로부터배제되고

나눔복지조차누락됨으로복지대상자에게지역별, 대상별로중복이나사각지대가야기될수있는만큼공공사회복지정보망과정

보교류도필요하다.

1) 나문복지의 주체인 기업과 종교단체의 사회공헌활동,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등의 급여를 총칭한 통계로 조작
화 함.



기반으로통계가생산된만큼국제비교도가능

하여나눔현황을적합하게살펴볼수있다. 아

래에서는 나눔통계의 개념과 범주, 지출규모

추계 그리고 국제비교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개념과 추계방법

우리나라나눔통계의범주는크게보아개인,

기업, 단체 등의 기부와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으로볼수있다. 나눔의주체는개인, 모금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기업재단) 등

으로분류된다. 이러한나눔통계의개념이나범

주를보다일반화하기위해국제기준을원용해

본다.

OECD가 제시한‘사회복지지출’의 정의2)로

‘나눔통계’의 개념을 유추하여 정리하면 다음

과같다.

“개인과 가구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자발적

민간기관이지출하는사회적성격의급여로정

의될수있다. 다만, 급여중공식조직을거치지

않는개인이나가구에대한직접지급이나이전

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회적 급여라 하

면사회적목적을가진급여로공식화된조직이

지출하는 재분배적·무상거래적 성격을 가진

급여를 말한다. 사회적 목적이란 9가지 기능적

분류(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ALMP, 실업, 주거, 기타)에해당되는기능을수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재원은

공식적활동에의하여배분또는지출되어야한

다. 재분배나 무상거래적 성격은‘시장가격에

의한 개별적 계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

된다. 이러한사회적급여에는현금이전일수도

있고재화나서비스와같은현물일수도있다”.

사회복지지출의 공급주체는 자발적 민간 복

지기관(공식조직)이며, 객체는복지혜택을필요

로 하는 가구와 개인이다. 나눔통계는 정부나

사회보험의 공적 전달체계 외부에서 제공되는

민간급여로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복지 재원 및 운 이 정부의 주된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민간집단, 종교단체, 기업,

NPO에 의해 이루어지는 급여를 의미한다. 따

라서나눔통계는자발적민간자원의총량을의

미한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의 자발적 민간부문의 재원유형을

크게네가지로분류하여볼수있다.

첫째,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거나 또는 민간

집단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민간인으로부터

모금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사회복지공

동모금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 결핵기금

모금, 적십자회비모금, 재해의연금모금, 아름다

운재단, 그리고결연후원사업등이해당된다. 

둘째, 시대의상황과요구에따라사회복지활

동을전개해온종교단체와사회복지법인을들

수 있다. 종교계의 사회복지참여는 크게‘사회

복지시설외 사업’과‘사회복지시설 사업’으로

구분할수있다. 본연구에서전자는모든종단

과 종교조직(본사에서 예당·말사인 교회, 성

당, 사찰까지)의 수입과지출의수집자료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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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2007). Th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 Interpretative Guide SOCX 1980~2003.



어 제외하 으며, 후자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

울러 사회복지법인도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활

동중심만 본다. 여기서 사회복지시설사업은사

회복지사업법제2조의“사회복지사업”을행할

목적으로설치된시설에서하는사업을의미한

다. 시설의 최소한 요건은 명칭과 전담자, 국가

에등록을하고있어야한다. 

셋째, 기업의고용연계와관련한법정외급여

와경제인단체나기업체가설립한사회복지법

인의 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창

출또는사회서비스등을제공을하는사회적기

업에민간 역의지원을들수있다.

넷째,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리

적급부없이자발적으로복지대상자에게필요

서비스를제공하는자원봉사활동이다. 국민들

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율은 15세 이상 인구의

19.3%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통계청 사

회통계조사 2009). 한편 OECD는 자원봉사활

동을경제적가치로환산한현금가치는묵시적

비용(Implicit cost)의성격이어서포함하지않고

있다.

다섯째, 개인이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등을 대가 없이 내놓

는개인기부이다. 재계인사들의개인기부와개

인고액기부자들(연간1억원이상)의모임인아

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도 늘어나

고있다. 또한지난해13세이상국민100명가

운데36명이기부에참여하 고, 1인당평균기

부액은 16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유

산을 기부하겠다는 사람은 37.3%에 이르 다

(통계청, 2011년 사회조사 결과(나눔문화)). 개

인기부자의 경로를 보면 모금단체(46.9%), 종

교단체(21.1%), 기업(직장, 13.8%), 그리고대상

자에게 직접(12.1%)으로 하고 있다(통계청, 사

회통계조사, 2011)). 이와같이개인기부의대부

분은 제3섹터에 기부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가

대상자에게 직접기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 조직을 통하지 않은 개인

간 직접기부는 추계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나눔통계의 개념적 구성항목을 정리하

면〈표1〉과같다.

나눔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자원의 규모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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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나눔통계의 개념적 구성범주

부문 주관 재원 프로그램

제3섹터

기업·

기업재단등

개인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모금기관

자원봉사

고용연계급여

사회공헌활동

사회적기업

기부, 자원봉사

민간기부금

후원금

민간기부금

무료봉사

고용주부담금

기업기부금

후원금

후원금, 무료봉사

사회복지시설과사회복지시설외의참여

사회복지시설을통한참여

법정모금기관·민간모금기관의배분

반대급부없이자발적으로사회복지대상에게서비스제공

식사비, 주거비, 의료보건비, 보육비등지원

사회복지목적성활동

사회적기업의후원금

사회복지적후원및활동



악하는 이론적 방법론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복지공급자가 누구인

가에초점을두는‘공급자중심’접근법이다. 공

급자가 생산한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

것인지, 즉 구체적 측정지점을 어디에 둘 것인

지에 있으며, 이는 공급이라는 개념상 각 부문

별지출내역을통해추계할수있다. 보통정부

의 사회복지지출, 기업의 기부금, 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 개인의기부금과자원봉사의현

금가치가자원총량으로추계된다. 다른하나는

생산된자원이어떠한경로를통해전달되는가

의자원흐름을파악하는‘연결매체중심’접근

법이다. 복지자원이최종수혜자에게보다효율

적으로 전달 및 배분하기 위해 공식조직인 중

간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데 이러한

중간매체를대상으로자원을추정하는것이다.

공급자와 수혜자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연결

매체(intermediary agent)는 공기업, 모금기관,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지역공동체, 종교

단체, 시민·사회단체, 공익재단등으로세분화

될수있다.

본 연구에서 기업은 사회복지자원의 공급주

체로공급자중심접근법을, 제3섹터는복지자원

을생성하여전달하는주체로연결매체중심접

근법을적용했다. 한편개인은별도접근방법론

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개인의 기부는

제3섹터추계에서포함되었으며, 공식조직을통

하지않은개인간직접기부는추계범위에서제

외하고있어포함할부분이없기때문이다.

3. 나눔통계로 본 복지지출 규모
추계

1)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지출추계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

운 재원중법인유입금이나후원금등의자발

적재원규모에대해추계하여본다. 우리나라의

전체 사회복지시설 수(2009년말 기준)는 3,507

개소3) 중1,027개시설(29.3%)를대상으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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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발적 민간지원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보육시설과 유료양로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표 2. 사회복지시설의 재원별 세입구성(2009년)

계(억원)

(%)

계

25,535

100.0

18,648

73.0

1,811

7.1

1,105

4.3

2,081

8.1

1,889

7.4

정부
지원금1)

이용자
부담금2)

나눔통계
법인유입금3) 후원금4)

기타5)

주: 음 부분은 나눔통계임
1)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지원금 2) 시설이용자의 부담금 3) 법인, 종교계(종단본부, 교구, 예당·말사 등의 법인)지원금 4) 종교기관,

기업·재단, 민간모금단체, 공공기관, 개인, 기타 등임 5) 잡수익, 전년도 이월금 등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사회복지시설실태조사.



를 실시한 결과 응답률은 74.1%(응답조사표

761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허용오차 ±

3.46%로조사가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자발적 민간재원에 해당하는 법인

유입금과 후원금(종교기관, 공공기관, 개인, 기

타등)은3,186억원으로조사되었다.

2) 모금단체의배분규모추계

우리나라의 모금운동은 1961년 재해대책위

원회를시작으로적십자사, 크리스마스실(seal)

배분을 통한 결핵협회, 언론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모금제도, 그리고바자회같은대중모금제

도등이있다. 

본 연구에서 민간모금단체는 행정안전부의

‘기부금품모집기관 등록현황’과 보건복지부의

‘법인현황’에 등록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

다. 조사는 보건, 복지 분야의 모금기관을 대

상으로전수조사를실시하 다. 조사결과2009

년도 19개 기관들이 4,661억원을 사회에 배분

한것으로나타났다.

3) 기업의사회공헌활동지출추계

(1) 기업 및 기업재단

본 연구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philanth-

ropy)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375개)와

기업·기업인이설립한공익재단(189개)을대상

으로 사회공헌실태 및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를 사용한다. 다만 조사대상 기업 중 일부 회사

가 공익재단을 동시에 운 하고 있어 이중계산

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두 조사대상의

결과를 동시에 합산하는 것은 자칫 이중계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공익

재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기업부분만은 현물

급여적직접운 프로그램만추가하기로한다.

기업재단은〈표4〉와같이9개분야에대하여

지출하고 있으며 2009년도 사회공헌활동 총액

은1조713억원이다. 이러한9개분야중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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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민간모금단체의 모금 규모1)(2009년)
(단위: 백만원)

모금명칭
계

사회복지공동모금

재해의연금

적십자회비

결핵협회

기타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World Vision등

사회복지사업전분야

이재민구호및재해복구

이재민구호등적십자활동

결핵예방, 홍보, 진료등

사회복지사업전분야

466,141

260,832

8,982

49,354

5,865

141,108

모금주체 주요사용분야 배분액

주: 1) 국고지원금 제외.
2) World Vision, 한국복지재단, 한국심장재단, 한국어린이보호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라이온스, 그리고 UNICEF한국위

원회, 아이들과 미래, 아름다운재단, 여성재단 등임.
자료: 각 모금단체, 내부자료.



의 대상인 사회복지부문은 사회복지, 의료보건,

응급및재난구호에국한하고자한다. 2009년도

이3개분야의지출은6,428억원이다. 문제는이

금액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일부금액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이중계산은

제외되어야 하지만 각 기업재단에 배분된 금액

을알수없어이부분만큼과다계상되었다.

기업(189개)의 2009년도 직접운 프로그램

은 9개분야의지출액이 1조 403억원이며(표 5

참조), 이중3개분야(사회복지, 의료보건, 응급

및 재난구호)의 지출액은 4,999억원이다. 2009

년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재단의 현금

급여와기업의현물급여의합인1조 1,426억원

으로나타났다.

(2) 사회적기업

최근사회적일자리창출의한형태로사회적

기업이주목받고있다. 사회적기업은비 리단

체와 리회사의중간형태로일반회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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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업재단의 부문별 사회공헌활동 지출(2009년)
(단위: 백만원, %)

부문
계

1. 교육·학교·학술연구

2. 사회복지

3. 문화예술및체육

4. 의료보건

5. 응급및재난구호

금액
1,071,315

273,056

577,914

92,794

63,381

1,471

%
100.0

25.5

53.9

8.7

5.9

0.1

6. 환경보전

7. 국제구호활동

8. 농촌지원활동

9. 기타

27,151

4,986

420

30,142

2.5

0.5

0.0

2.9

부문 금액 %

주: 음 부분은 나눔통계임, 해당항목 응답기업 189개사 기준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10). 2009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표 5. 기업의 직접운 프로그램의 부문별 지출(2009년)
(단위: 백만원, %)

부문
계

1. 사회복지

2. 교육·학교·학술연구

3. 문화예술및체육

4. 국제구호활동

5. 환경보전

금액
1,040,317

485,208

97,642

46,520

27,615

6,686

%
100.0

46.6

9.4

4.5

2.6

0.6

6. 농촌지원활동

7. 응급및재난구호

8. 의료보건

9. 기타

35,885

10,389

4,276

326,096

3.5

1.0

0.4

31.4

부문 금액 %

주: 음 부분은 나눔통계임, 해당항목 응답기업 189개사 기준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10). 2009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등을제공하고, 창출된이익은사회

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형태이다. 사회적기

업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인증받은기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가 인정한 사회적기업

을 대상으로 전수조사(289개)한 분석결과를 활

용한다. 본연구의대상은사회적기업의나눔통

계로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개인후원 등이며

그규모는209억원(2009)으로나타났다. 

4) 기업의자발적근로자복지지출규모추계

기업의 고용연계와 관련된 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으로는 법정복리비와 법정

외복리비가 있다. 법정복리비는 사업주가 부담

하는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

험)와사업주만부담하는산재보험료, 장애인고

용촉진기금부담금및 기타 법정복리비 등이며,

법정외복리비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증진

을위해부담하는주거, 식사, 의료·보건, 문화,

경조등의비용이다.

본연구의대상은법정외복리비로이를추계

하기위해노동부가매년조사·발표하는『기업

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를활용한다. 본조사에

는법정외복리비급여항목4)을조사하여근로자

(상용) 1인당 월평균 복리비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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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총 지원받은 규모
(단위: 백만원)

업종별

계

1. 교육

2. 보건

3. 사회복지

4. 보육

5. 간병·가사지원

6. 환경

7. 문화·예술·관광·운동

8. 기타

계

105,047.8

6,438.9

2,327.3

3,295.1

5,628.0

21,604.1

20,349.3

5,880.9

39,524.4

84,117.0

5,672.4

2,163.3

2,718.2

5,399.0

19,026.7

11,383.6

4,685.1

33,068.8

11,014.2

261.6

21.5

23.1

114.2

1,737.6

7,588.2

250.6

1,017.5

2,888.6

236.1

0.0

213.1

87.2

86.0

775.5

99.7

1,391.0

7,028.0

268.8

142.5

340.7

27.6

753.8

602.0

845.5

4,047.1

정부지원1)
나 눔통계

기업후원2) 모기관지원3) 개인등4)

주: 음 부분은 나눔통계임
1) 2009년 1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수입.
2) 2009년 1년간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현금·물품 등(물품의 경우 환가액)
3) 2009년 1년간 모기업·모법인이 사업의 활성화 및 관리차원에서 지원한 금품.
4) 개인 등으로부터 지원 및 후원을 통해 이전 받은 금품(물품의 경우 환가액).

자료: 노동부(2010). 사회적 기업 3주년 성과분석.

4) 법정외복리비를 구성하는 13개의 항목은‘주거, 식사, 의료·보건, 문화·체육·오락, 생명보험 등의 보험료 지원금, 경조비, 재형



법정외복리비의추계는기업규모별1인당월평

균 법정외복리비에 상용근로자수(6,783,111명)

를 반 하여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 것이다.

2009년도 연간 법정외복리비는 15조 666억원

으로추계되었다(표7 참조).

4. 추계결과와 국제비교

1) 나눔복지의총규모와구성

나눔통계를구성하는5개의자발적사회제도

의총지출규모는2009년 17조 148억원(GDP대

비1.60%)로추계되었다. 이수준은기초노령연

금을 포함한 공공부조제도의 년간 지출액(16.2

조원)과비슷하다.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기업의 근로자복지가

88.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사회취약계층에공헌하는복지는 11.5%에불

과하다. 이에 대해 세부구성을 살펴보면 기업

의사회공헌활동이6.7%, 민간모금2.7%, 종교

단체(법인 포함) 1.9%이다(그림 1 참조). 사회

취약계층에게 공헌되는 지출액규모는 1조

9,482억원으로 GDP 대비 0.18%로 나타났다.

이수준은2009년29만명의노인이1년간요양

혜택을 누린 장기요양보험급여(1.7조원)와 유

사하다.

2) 나눔복지의국제비교와기능

우리나라의 나눔복지는 1.60%(GDP대비,

2009)로OECD평균(GDP대비) 2.07%에근접한

77%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수준은 OECD

32개국 중 12위로 상위 40%이내에 들어가는

국가로나타났다(그림2 참조). 나눔복지는미국

이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 캐나다, 그리고

국의순으로나타났으며경상GDP 대비 5% 이

상의국가들이다. 이들국가들은사회와시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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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등의 저축장려금, 학비보조비,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보육비지원금, 근로자 휴양비, 종업원 지주제도지원금, 기타’임.

표 7. 근로자(상용)의 법정외 복리비(2009년)
(단위: 명, 백만원)

근로자규모 1인당월평균법정외복리비(A)(천원)
계

주거비

의료보건비

식사비용

보육에관한비용

기타

185.1

14.8

10.7

73.1

1.1

85.4

15,066,646

1,204,681

870,951

5,950,145

89,537

6,951,332

연간법정외복리비(A)*(상용근로자수)*12

자료: 노동부(2009).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보고서.
노동부(2011). 노동통계연감.



로부터복지욕구충족기능이부족한국가또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낮은 국가(GDP대비 20%

이하)이다. 이들 국가들은 복지국가 위기 이후

공공지출의 한계를 나눔복지로 보완하 으며

나눔문화가잘확산된국가들이다.

나눔복지는 소득, 장애, 보건, 그리고 기타의

4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OECD국가의 평

균경향은 4분야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인‘기타’에

치우쳐있다(그림 3 참조). 참고로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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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나눔복지의 규모와 구성(2009년)

부문

계

제3섹터

기업

주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모금기관

기업의사회공헌활동

근로자의법정외복리비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시설통한참여

기부금의배분액

기업기부금

기업부담

후원금

재원
금액(억원)

17조148

3,186

4,661

1조1,426

15조666

209

100.0

1.9

2.7

6.7

88.5

0.1

100.0

16.4

23.9

58.6

(제외)

1.1

%
전체

%
근로복지제외주)

주: 나눔복지의 전체규모 중 근로자의 법정외 복리비를 제외한 것으로 결국 사회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지출을 의미함.

그림 1. 나눔복지의 부담주체별 구성비(%): 전체, 일부(근로복지 제외)



국은4 역에, 미국은소득·보건·장애의3

역에, 캐나다는 소득·보건의 2 역에 분포되

어있다.

5. 나감

최근 경제위기로 복지대상자가 확대되고 지

속되는상황에서기업의사회공헌과개인의기

부를통한나눔의역할이점차커지고있다. 나

눔의 기본은 사회구성원의 십시일반(十匙一飯)

참여에 있다. 작년부터 재계 인사들이 거액의

개인기부에 참여하고 개인 고액기부자들(연간

1억원 이상)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도증가하고있다. 나아가매년국

민들의현금기부자도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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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요 OECD국가의 나눔복지 수준(2007년)

국가
경상GDP대비%

노르웨이
0.79 2.04 (1.60) 2.07 5.01 5.31 6.28 10.18

한국 OECD평균 국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주: (  )안은 2009년. 단, 자동차 보험을 반 하면 1.79%임.
자료: OECD Stat 홈페이지

그림 2. OECD국가들의 나눔복지 수준(2007년)
(단위: 경상GDP 대비 %)



타났다(2006년31.6%에서2011년34.8%, 통계

청사회조사). 

이러한 시점에 본 은 앞으로 나눔재원을

확충하고전달체계를돌아보며추계의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언으로 맺고자 한다. 먼저 우

리의 부족한 자발적 민간복지 재원을 확충하

기위해경제계, 종교계, 모금기관등이참석하

는민간주도의나눔국민운동을활성화하고사

회지도층과부유층의모범적기부참여와노블

레스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확산이필요

하다. 또한 국민들이 나눔기관과 나눔사례 등

의정보를쉽게접할수있는나눔정책의개발

도뒤따라야한다.

다음 나눔복지를 전달함에 있어 공공복지와

의 중복이나 반대로 공공복지로부터 배제되고

나눔복지에서도누락됨으로복지대상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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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주요 OECD국가의 나눔복지의 역별 구성비중(2007년)

국가
계

소득

장애

보건

기타

100.0

73.3

26.7

-

-

100.0

-

0.2

12.2

87.6

100.0

71.3

12.6

28.7

20.9

100.0

78.2

7.7

1.7

12.4

100.0

76.4

-

23.6

-

100.0

56.3

7.8

8.8

27.1

100.0

42.7

3.2

54.0

0.1

노르웨이 한국 OECD평균 국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자료: OECD Stat 홈페이지

그림 3. 나눔복지의 역별 구성비중 비교(2007년): OECD국가평균, 우리나라



지역별, 대상별로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야기될

수있는만큼공공의사회복지정보망과정보교

류도중요하다고본다. 

끝으로 나눔복지를 추계함에 있어 기초자료

의특성상일부중복또는제외된부분이있다5) .

앞으로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자발적민

간부문의기초자료생성에정부와연구원의노

력이요구된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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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자료의 한계로 중복부분을 일부만 제외함으로써 과대 추계된 부분이 있음. 예를 들면 기업재단이 민간모금단체로부터 배분받
는 지원금, 사회복지시설이 민간모금단체로부터 배분받은 지원금, 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금액들임.
반면에 과소추계된 부분은 종교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중 추계에서 제외한‘사회복지시설 이외의 활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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