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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농 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 활동이 사회  자본 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
으로써 농 지역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남지역 농 에 거주하고 있는 여

성단체에 소속된 자원 사자 250명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로
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 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활동 정도는 평균 3.36 이

었고 사회  자본형성의 정도는 3.47 으로 이들 수 모두 앙치인 3 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내 사
회복지 련 활동과 사회  자본의 형성 정도는 비교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사 상자인 여성단체 
자원 사자의 사회복지 련 활동의 정도는 계층인식, 연령, 사회복지 활동횟수, 사회복지 활동기간에 따라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사회  자본형성의 정도는 계층인식, 교육수 , 연령, 
사회복지 활동횟수, 사회복지 활동기간, 사회복지 활동분야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농 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활동과 사회  자본형성 간의 계는 매우 한 상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  자본형성에 한 여성단체 자원 사자의 사회인구학  변인과 사회복지 련
활동의 향력은 복지에 한 심, 계층인식, 복지에 한 태도 순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들 변인
이 갖는 설명력은 46%로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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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the social welfare activity of women’s organization 
in rural area would affect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apital. The subjects in study were 250 
volunteer workers who belonged to a woman’s organization in Gurye-gun, Jeollanam-do.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by SPSS Windows 18.0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assessing the extent of social 

welfare activity by women’s organization in rural area and of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apital, 
the social welfare activity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apital produced average values of 
3.36(.86) and 3.47(.55) respectively. The average value of the social capital establishment was 
higher than the median value of 3.00. Second, social welfare activity of women’s organization in 
rural area were significant with respect to perception of social class, age, activity frequency, 
activity period. And social capital were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perception of social class, 
education, age, activity frequency, activity period, activity field. Third, there is a very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social welfare activity of women’s organization in rural area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apital. Fourth, the influence of the research subject’s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apital was 31%, and by the addition of variable 
factors on social welfare activity the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apital increased up 
to 46%, ascertaining that a 15% increase of the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apital 
was brought up by social welfar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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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농 지역은 1960년  이래로 산업화․도시

화가 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통계청[1]에 따르면 

격한 이농 상으로 농가 인구는 14세 이하 인구비

이 2005년 9.8%에서 2010년 7.9%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2005년 29.1%, 2009년 34.2%, 2010년 

35.3%로 증가하여 이는 농 이 속하게 고령화가 진

행되고 있다. 더구나 고령인구 에는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농 지역의 여성화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가지 특성으로 농 지역은 노동능력 

하의 문제를 안고 있고 경제 으로 빈곤하여 소득

층이 많은 열악한 생활환경을 지니고 있는 반면 복지제

도의 혜택은 상당히 미약하다.

한편 농 사회의 구조  변화로 인하여 농 여성의 

역할이 가정  역할과 농업생산자의 보조  역할로 한

정되었던 것이 이제는 농업노동에서의 역할증 와 더

불어 농 여성에 한 사회  기 가 차 늘어가고 있

다. 즉, 가정 내에서의 지 의 향상과 마을개발 사업에

서의 참여를 통해 농 여성들의 사회활동 역이 과거

보다 훨씬 증 되어 가고 있으며 농 문제의 해결을 

한 공동 ․ 동  지역사회 조직활동이 차 늘어나

고 있는데 지역과 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농 여성

들의 움직임은 이들의 상정립뿐 아니라 지역사회복

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2].

이와 같은 농 여성의 활동은 농  여성단체를 통해

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으나 재 많은 농  여성단체

들의 활동이 기존의 앙단체의 획일 인 사업에서 지

역 ․사회  여건에 따라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상으로 환되고 있다.

실제로 농  여성단체 활동은 농 여성의 상정립

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 음에도 불

구하고 여성단체의 그간의 노력에 한 가치 하와 여

성단체의 주민복지 활동의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여성단체의 인 자원을 사회복지 자원으로 체계화 하

는데 어려움을 래하 다[3]. 더욱이 농 에서의 보수

이고 통 인 분 기는 여성단체의 복지활동과 참

여를 축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농 지역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단체는 여성, 가정, 사회 련 복지와 계

를 맺고 있어 지역사회 발 과 여성문제 해결에 주도  

역할을 하고 있고[4] 특히 우리사회가 처한 복지상황을 

고려해 볼 때 민간조직으로 복지자원을 확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요하다. 특히 조직체 회원의 사

회복지 련 활동은 참여자 자신에게 만족감과 성취를 

가져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

으로도 공익을 창출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그 

성과가 크다.

그러므로 문화  혜택, 교육, 의료서비스 등 복지의 

사각지 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 지역의 여성단체 

자원을 활용하여 농 의 사회복지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변확 를 해 매우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사회  자본형성이 공동체의 규

모가 작을수록 유리함에 따라 농 지역에 기반을 둔 여

성단체의 활동은 사회  자본형성을 도모하는 구체  

안마련이 가능하다는 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한 지역사회 불우이웃 돕기나 이재민 돕기 등에 활발

히 참여하고 있어 농 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 

활동은 지역사회 발 을 낳는 사회  자본형성의 생산

수단으로서 기 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 지역사회에서의 자발 이

며 조직 인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활동이 사회  자본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농 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 활동

과 사회  자본형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조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 련 활동과 사회  자본형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조사 상자의 사회복지 련 활동과 사회

 자본형성과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사회  자본형성에 한 조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과 사회복지 련 활

동의 상  향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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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개요
농 지역 여성단체는 1957년 농 생활개선사업을 시

작하면서 생활개선의 효과 인 지도를 해 조직․육

성한 “생활개선구락부”가 그 효시이다. 이는 농 부녀

자들의 자발 인 학습단체로서 1958년에 처음으로 80

여개의 “생활개선구락부”를 조직하여 의․식․주․보

건육아․부업 등의 과제를 이수하도록 지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1967년에 보건사회부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생

활개선  사회참여를 하여 도시와 농 을 망라한 부

녀조직인 ‘부녀교실’을 조직하고 1968년에는 한가족

계획 회에 의해 국 군 지역 법정 리⋅동의 98.7%에 

해당하는 16,652개 리⋅동에 ‘가족계획 어머니회’의 조

직을 완료하여 가족계획  여성보건사업 실천보  활

동을 시작하 으며 1971년에는 농업 동조합이 농 지

역 부녀자들의 생활개선과 농 운동 참여를 목 으로 

‘부녀회’를 조직 운 하 다[2].

이 듯 각 여성단체가 독립 으로 운 되다가 1977

년 국무총리훈령 제141호 ‘부녀지도 의회 등에 한 

규정’에 의해 부녀교실, 가족계획 어머니회, 생활개선구

락부, 부녀회 등이 ‘새마을 부녀회’로 명칭을 바꾸어 통

⋅폐합하여 운 하게 되면서 각 여성단체는 새마을 부

녀회 내의 축부, 생활 개선부, 가족 계획부, 교양 활동

부, 소득개발부로 나 어 활동하 다.

1990년 어들면서 새마을부녀회로 통합된 농 여성

단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는 농 사회의 욕구충

족에 하게 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농 련 기

들은 기 의 목 에 부응하는 새로운 농 여성조직

의 육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농

에서는 1993년에 농가주부모임을 결성하고 농 진흥

청에서는 1994년에 사단법인 생활개선회를 발족하여 

지 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천과정에서 농  여성단체의 역할도 변화

되어 왔다. 농 조직을 유형화하는 것은 학자별 기 에 

따라서 다르나 자생력의 여부에 따라서 자생 집단과 비

자생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생 집단은 주민의 

일부 는 체가 특정한 목 을 가지고 조직한 결사체

로서 주민의 자발  필요나 의도에서 생겨난 집단이다. 

비자생 집단은 농 의 마을이나 행정단  지역을 부 

포 하거나 일부 지역을 조직화한 집단으로 체로 자

생 집단 보다 큰 비 을 차지하며 외부기 이나 의도

인 노력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여성단체의 경우 비

자생 집단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단체에 한 정의는 농 여성단체는 

물론 일반 여성단체를 포함하여 일반 으로 여성이 참

여하여 조직한 구성체는 조직활동의 종류나 이념에 

계없이 여성단체로 분류․정의해 왔으나 1980년  이

후 여성 심  의식이 증 되고 여성 운동  시각이 

확 됨에 따라 여성단체에 한 개념과 정의도 변화되

고 있다[5].

조직 활동기 통합기 분화 활동기

(’58)

생활개선구락부

(농 진흥청)
(’77)

새마을부녀회

- 축부

-생활개선부

-가족계획부

-교양활동부

 (’94)

사단법인 생활개선회

(농 진흥청)

(’67)

부녀교실

(보건사회부)

새마을부녀회

(보건복지부

→여성부:’02)(’68)

가족계획어머니회

( 한가족계획 회)  (’93)

농가주부모임

(농 )

(’71)

새마을부녀회

(농 )

그림 1.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성립과 변천

이 옥[6]은 농 여성들은 단체조직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숨은 능력을 개발하며 공동 활동을 같이 함으로

서 동심을 함양하고 나아가 이웃 간의 계의 요성

을 깨닫게 된다고 하 는데 이 듯 농 여성의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최근 들어 농 주민들은 삶의 기회  만족도를 높이

기 해서 농  지역사회의 성장을 요하게 여기고 있

다. 다수의 사람들이 농 지역의 발 을 해서는 면 

단  주민간의 동이 필요 하다는 주장을 통해서 볼 

때 지역사회의 발 과 지역조직 활동은 상호 의존  

계를 유지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 단  주민 간 력은 

농  여성의 하부조직 간의 연계활동  동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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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수 있다.

2.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
여성의 복지활동은 여성 자신을 사회  존재로서 지

각하게 하며 지역사회 주민복지를 한 사회활동을 통

하여 극 인 삶의 주체  활동을 강화시켜 다. 

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설립 배경이나 이념이 설

립시의 시  배경이나 목 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부분의 단체들이 여성의 지 향상과 계몽활

동을 하여 여성에 한 재교육이나 권익증진  여가

선용에 을 두었으나 차 사회가 변화하면서 단체

의 성격에 따른 문성을 활용한 복지활동이 개되었

다[7].

재 활동하고 있는 부분의 여성단체들의 사회복

지 련 활동을 살펴보면 여성지   복지향상을 한 

사업, 자원 사조직 운   사활동, 사회복지   

복지시설 운 , 지역사회  불우이웃에 한 사사업, 

각종 상담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구체 인 활동으로는 

소년․소녀 가장, 노인, 장애인, 빈곤가정 등에 한 각

종 상담, 일상생활 의욕 고취 등과 같은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의식주 리  음식물 제공과 같은 가사지원 

서비스, 약물복용 안내, 건강 검진 등의 건강유지 서비

스, 말벗․ 화 걸기 등의 정서  욕구 충족 서비스, 직

업․부업 기능  취업과 련된 정보제공 등의 소득지

원 서비스, 양육 서비스 등을 개하고 있다.

1970～1980년  농 부녀 조직의 주요 사업을 보면 

가족계획어머니회의 ‘ 사활동’을 제외하고는 부녀교

실, 생활개선구락부, 새마을부녀회 모두 사회복지와 

련된 사업을 찾아볼 수 없다. 주요사업을 보면 부녀교

실은 새 생활 운동, 소비생활의 합리화, 소득증 사업, 

가정의례 칙 생활화 등이고 가족계획 어머니회는 가

족계획사업, 공동기 조성, 환경미화  지역개발사업 

등이었으며 생활개선구락부는 의식주 생활개선, 곡식

소비 약, 기 조성, 건 가정육성이었고 새마을부녀회

는 축사업, 가정의례 간소화, 소득증 사업, 소비

약, 부녀교실 운  등에 국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에 들어오면서 새마을부녀회의 역

과제  하나가 사활동으로 재해 지역 사, 소년소

녀 가장 돕기, 무의탁 노인 돕기, 김장 담가주기, 청소년

선도, 부녀 사활동 등을 행하고 있다[8].

김정옥 등[9]은 새마을부녀회의 사회복지 련 활동

으로 청소년, 노인, 실직가정, 사회복지시설지원, 지역

사회 복지활동, 기지원 등이 있다. 소년소녀가장과 실

직 가정에는 과 김장 지원을, 독거노인 재가복지사업

으로는 집안청소, 빨래, 김장, 도배 등의 가사지원서비

스와 정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 다. 지

역사회복지 련 활동은 ‘부녀새마을자원 사 ’를 운

하여 실직, 노인을 한 로그램을 실시하고 농  

일손 돕기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료지원,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련 기 과의 긴 한 연계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고 행정기 과의 의를 통해서 서

비스 내용의 복을 피하며 수혜 받지 못하는 상을 

여 사회복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이 주목할 으로 보여 진다.

안동시의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에서도 사

회복지 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구체 으

로 이들의 사회복지 련 활동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이․미용 사, 수지침과 같은 노인복지활동, 행사시 무

료 차 제공, 농  일손 돕기 등의 지역사회 복지활동, 가

사지원서비스, 장애인시설(평가의 집)에 한 이동서비

스, 복지기   시설 서비스, 등학교 결식아동 도시

락 지원 서비스 등의 활동이다[3].

생활개선회에서도 수해지역 돕기 등 사활동을 실

천하고 있으며 농 에서 육성하는 농가주부모임은 불

우이웃, 시설과 자매결연사업을 실시하는 등 불우이웃

을 돕기 한 사회복지 련 활동이 미흡하나마 태동하

고 있다[5].

장덕희[3]의 안동지역 새마을부녀회는 ‘독거노인 돕

기(39.7%)’가 가장 활발한 사업이고 다음으로 장애인 

돕기(18.5%), 실직자가정 돕기(15.9%), 소년소녀가장 

돕기(12.0%), 소득 가정(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개선회의 경우 소년소녀 가장 돕기(76.5%)가 

가장 활발한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활동이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정자.함인희[4]의 연구에서 지역여성단체가 가장 

비  있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 활동은 ‘자원 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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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 로그램’, ‘여

성지 향상도모 활동’의 순이어서 사회복지 련 활동

의 일환으로서 자원 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여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활동이 지

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태흥[2]은 라남도 해제면의 새마을부녀회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새마을 부녀회 사업 활동  ‘이웃

돕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이나 

리자가 원하는 사업도 사회 사활동을 꼽고 있어 사

회복지 련 활동에 심을 갖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

3.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1)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관련 선행연구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은 인 간의 계뿐만 아

니라 그 계 속에 자리매김(embedded)된 자원으로 정

의한다. 즉 사회  자본은 조직이나 혹은 개인이 보유

한 사회 계의 네트워크로부터 생된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 내에 자리매김 된 자원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10].

따라서 사회  자본은 인 자본의 투입에 따른 회수

율(rateofreturn)에 의해 각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행 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11]. 첫 번째 직 인 이

익은 정보이고 두 번째 이익은 향력을 미치는 통제권

력이다. 세 번째 이익은 두 명 이상의 개인들 간에 구체

인 거래와는 독립 으로 상호 신뢰와 몰입이 생길 때 

존재하는 사회  결속감(solidarity)이다.

Naphapiet와 Ghoshal[12]은 신뢰가 높은 네트워크는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에 비해 더 민감하고 더 깊이 있

는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결속감

(solidarity)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

하 다.

국내의 홍 란[13]은 연구를 통해 사회  자본을 시

민참여  시민의식, 신뢰  용성, 네트워크  트

십 등 세가지 역으로 나 고 각 역에서 수 을 

미시 (개인, 가정, 이웃), 범 (학교, 지역사회), 거

시 (국가, 국제사회) 수 에서 구체 으로 기술하

다. 사회  자본 에서도 신뢰감에 을 둔 이정언.

유빙정[14]은 구성원이 지각하는 조직신뢰는 조직의 장

기 인 안정과 구성원 간의 복지에 요한 요인이라고 

지 하고 있다. 이동수[15]도 사회  자본에서 신뢰가 

경제  성과를 증진시키며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지배  문화특성인 신뢰의 수 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

다. 양국진[16]은 학교조직의 사회  자본이 학교 공

동체 의식과 학습참여에 미치는 향이 유의미한 것을 

밝혔고 가정 내 사회  자본과 청소년의 우울 간의 

계를 밝힌 염소림.최유석[17]은 가정 내 사회  자본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은 낮고 자아존 감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우울을 완화시키기 해 부모-

자녀 간의 긴 한 상호작용을 통한 가정 내 사회  자

본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  

자본에 한 개념을 실천 으로 장에 목한 이 기

[18]는 년층 45-54세를 조사 상으로 하여 사회  자

본이 자원 사활동에 갖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공식  상호작용, 비공식  상호작용, 

네트워크 유⋅무 변수는 자원 사활동에 유의한 향

을 미치고 있었으나 사회  통합은 유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사회  자본은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상호존 의 힘, 정서  성취감, 시민사회 공동체의 결속

력, 사회 공동의 목표달성을 이룩한다.

4.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과의 관계
사회복지 련 활동  자원 사와 사회  자본형성

과의 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부분 두 변수 간의 

인과 계를 정 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어떤 변수

가 우선이고 어떤 변수가 최종인지에 한 심보다는 

서로 간의 변수가 각 변수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들이 많은데[19-22] 사회  자본이 자원 사를 시작하

는데 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한다[23-26]. 김태룡, 안

희정[23]은 연구에서 특히 자원 사자의 특성인 이타성

과 자아실 에 사회  자본의 요소인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이 모두 각각의 요소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히면서 이와 같은 사회  자본은 자원 사 활동의 요

한 자원이라고 하 다. 사회  자본을 형성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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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주민활동을 강조한 소진 [27]은 주민조직을 

그들의 공통의 이익을 달성하기 해 참여를 확 해 나

가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  계가 설정될 때 사

회  자본은 최 화된다고 강조한다. 평생교육 학자들

이 사회  자본에 심을 둔 이유는 평생교육이 인  

자본 심의 인 자원 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단에서인데 평생교육 참여를 통해 사회  자본인 네

트워크, 계, 가치와 규범, 상호신뢰, 삶의 질 등이 높

아진다는 것이다. 역으로 염정호[28]는 우리나라 시민

사회의 성숙과 지방자치의 정착이 미흡한 원인을 사회

 자본형성의 부족함으로 지 하면서 지방자치의 정

착을 해서는 사회  자본이 축척되었을 때 가능함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들[27][29-33]은 사회  자본을 

통해서는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상호존 의 힘과 정

서 인 안정감, 신뢰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련된 여러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자본

을 구축한다고 한다. 이경아[34]도 실증연구를 통해 평

생교육 로그램에 참여할수록, 로그램에 참여하여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동아리 활동에 한 참여가 높

을수록 사회  자본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최장수[35]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많은 복지 로그램이 시민조직

을 통해 사회  자본을 형성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

듯 사회  자본형성 성공을 해서는 시민들의 참여

를 독려하고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방정부 

역할의 요성을 다루고 있어 지역사회를 심으로 한 

사회복지 련 활동이 사회  자본 형상과 긴 한 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 상은 농 지역인 라남도 구례군

에 소재한 여성단체에 등록된 자원 사자로 한정하

다. 특정지역의 선정이유는 본 지역이 연구의 목 인 

사회  자본형성이 지역사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유리

하다는 에 일치하 고 본 연구자가 이 지역에 거주하

면서 여성단체에서 일하고 있어 연구를 수행함에 편리

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는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구례군 여성단체에서 자원 사활동을 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을 상으로 편의표집 방법을 통해 자

료를 수집하 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 으나 

250부(회수율: 83%)를 회수하여 자료분석에 활용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집단) 빈도(백분율)

연령

20~29 세  3( 1.2)
30~39 세  25(10.0)
40~49 세  68(27.2)
50~59 세  95(38.0)
> 60세  59(23.6)

교육수준
고졸미만 114(45.6)
고졸 116(46.4)

전문대/대졸이상  20( 8.0)

배우자 유무
무   5( 2.0)
유 240(96.0)

기타(별거 등)   5( 2.0)
주거 형태 자 가 222(88.8)

임 대  28(11.2)

   계층 인식

하위층  16( 6.4)
중하층  58(23.2)
중층 132(52.8)
중상층  42(16.8)
상위층   2( 0.8)

월 생활비

≤1,000,000  51(20.4)
1,010,000~2,000,000  75(30.0)
2,010,000~3,000,000  68(27.2)
3,010,000~4,000,000  48(19.2)

≥4,000,000   8( 3.2)
직업 유무 유 118(47.2)

무 132(52.8)

사회복지
활동분야

아동, 청소년복지 53(21.2)
노인복지 110(44.0)
장애인복지  16( 6.4)
여성복지  31(12.4)
지역개발  24( 9.6)
행정업무   3( 1.2)
 기타  13( 5.2)

사회복지
활동기간

<1 년  22( 8.8)
1~3 년  49(19.6)
3~5 년  75(30.0)
5~7 년  37(14.8)
≥8 년  67(26.8)

사회복지
활동횟수

< 1 주 130(52.0)
 1 주  82(32.8)
 2 주  18( 7.2)
 3 주  14( 5.6)
≥ 4 주   6( 2.4)

총계 25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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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자기보고

(self-reporting) 형식으로 응답자의 사회복지 련활

동, 사회  자본형성, 사회인구학  특성 등 크게 3부분

으로 구성되었다.

먼  농 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활동 척도

는 류기형 등[26]의 설문문항을 참고로 하여 사회복지

에 한 심(흥미와 가치), 사회복지에 한 태도(발

과 성장의식)를 2개의 하 요인으로 하고 총 13문항으

로 구성하 다. 그리고 사회  자본형성 척도는 김상민

[36]과 이양수[37]의 설문문항을 참고로 하여 신뢰형성

에 한 질문 10문항, 네트워크 구축을 묻는 10문항, 사

회  규범을 측정할 수 있는 10문항 등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본 연구자가 재구성 하었다. 각 문항은 

1=  그 지 않다, 2=그 지 않다, 3=보통이다, 4=그

다, 5=매우 그 다의 Likert 5  척도로 구성하 으

며 평균 수가 높을수록 사회복지 련 활동 정도가 높

고 사회  자본 형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복지 련 활동 척도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89 이고 사회  자본형성 척도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9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은 연령, 교육수 , 

결혼상태, 주거상태, 계층인식,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유무, 사회복지활동분야, 사회복지활동기간, 사회복지

활동횟수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

다.

표 2. 설문지 구성
설문지 구성 지표 문항수 신뢰도

사회복지
관련활동

사회복지에
대한관심 흥미와 가치    7 .90

.89사회복지에
대한태도 발전과 성장의식    6 .88

사회적 
자본형성

신뢰형성
공공에 대한 신뢰

지역사회에 대한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10 .89

.91

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활동 관련 
네트워크 확장

이웃 및 인간관계 
확장

지역활동와 정보의 
확장

  10 .92

사회적규범

일반법규 준수의식
공공의 문제해결에 

대한 지식
타인의 사회적규범에 

대한 반응
지역 활동 참여인식

  10 .92

사회인구
학적특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주거상
태, 계층인식, 월평균 가구소득, 직
업유무, 사회복지활동분야, 사회복
지활동기간, 사회복지활동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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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문항 수 53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dows 18.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목 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하여 다

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조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 으며 여성단

체의 사회복지 련 활동과 사회  자본형성의 조사도

구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해서 크론바하 알 테스트 

(Cronbach's alpha test)를 통해 신뢰도를 분석하 다.

둘째,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 활동과 사회  자본

형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해 평균과 표 편차를 알아

보는 기술통계분석을 하 다. 셋째, 조사 상자의 사회

인구학  특성에 따른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 활동

과 사회  자본형성을 알아보기 해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 다. 넷째,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 활동과 사회  자본형성 간의 계를 알

아보기 해 상 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하

다. 마지막으로 사회  자본형성에 한 조사 상자

의 사회인구학  특성과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 활

동이 갖는 향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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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
회적 자본형성의 정도

농 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 활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가 다음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와 같

이 농 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 활동의 정도는 

평균 3.37 으로 앙치인 3 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 지역에 거주하는 여

성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시간활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어 주변을 배려하고 이웃을 돕는 활

동에 심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복지 련 활동

의 하 요인인 심과 태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에 

한 심이 3.34 이고 태도는 3.39 으로 거의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었다.

표 3. 농촌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활동(관심, 태도)
의 정도
구      분 N 최소값 최 값 M(SD)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250 1.00 5.00 3.34(.90)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 250 1.60 4.83 3.39(.81)
사회복지관련 활동 250 1.53 4.92 3.37(.86)

다음으로 농 지역 사회복지 련 활동을 통한 사회

 자본형성의 정도는 어떠한지 살펴 본 결과가 다음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와 같이 사회  자본은 평

균 3.47 으로 앙치인 3 보다 약간 높은 수를 나

타내고 있어 사회  자본형성 역시 비교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권 숙[38]의 연구결과가 일치

하는데 그 이유는 극 인 사회복지 련 활동은 개인

 지식, 인식, 흥미, 태도 등에 정 인 향을 미쳐 

궁극 으로 사회  자본형성에 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  자본형성을 하 요인별로 살

펴보면 사회  규범형성이 3.63 으로 가장 높고 다음

으로 네트워크 구축이 3.47 , 신뢰형성이 3.31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 사회적 자본형성의 정도
구      분 N 최소값 최 값 M(SD)

신 뢰 형 성 250 1.00 4.40 3.31(.59)
네트워크 구축 250 1.60 4.90 3.47(.64)

사회적 규범 형성 249 2.00 5.00 3.63(.59)
사회적 자본형성 250 1.53 4.67 3.47(.55)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
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

조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

련 활동과 사회  자본형성을 알아보기 해 일원변량

분석(ANOVA)를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

난 연령, 교육수 , 계층인식, 사회복지활동분야, 사회

복지활동 기간, 사회복지활동 횟수를 심으로 살펴보

면 다음 [표 5][표 6]과 같다.

1) 연령, 교육수 , 계층인식, 사회복지 활동분야, 활

동기간, 활동횟수 에 따른 사회복지 련활동의 

정도

다음 [표 5][표 6]에서와 같이 농 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 활동의 정도는 계층인식(F=10.18), 연령

(F=2.70) 사회복지 활동횟수(F=6.12), 사회복지 활동기

간(F=5.55)에 있어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즉 층 이상의 집단과 상층 이상인 집단

이 하 층 이하인 집단보다, 20～39세의 집단이 40～

49세의 집단보다, 사회복지활동 횟수가 주 1회 이상인 

집단이 주 1회 미만인 집단보다, 사회복지 활동기간이 

3년 이상인 집단이 3년 미만인 집단보다 사회복지 련 

활동의 정도가 많았다.

이와 같이 연령이 낮고 생활수 이 높으며 활동 빈도

가 높고 오랜 시간 활동했을 때 사회복지 련활동의 

정도가 많았다는 본 연구결과는 은정[39], 성진숙

[40], 정 수[4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 연령, 교육수 , 계층인식, 사회복지 활동분야, 활

동기간, 활동횟수에 따른 사회  자본형성의 정도

다음 [표 5][표 6]에서와 사회  자본 형성의 정도는 

계층인식(F=7.55), 교육수 (F=3.73), 연령(F=2.67),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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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 활동횟수(F=5.21), 사회복지 활동기간(F=4.86), 

사회복지활동 분야(F=1.10)에서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상층 이상인 집단이 하

층 이하인 집단보다, 고졸 미만인 집단이 고졸 이상인 

집단보다, 20-39세인 집단이 40-49세인 집단보다, 사회

복지활동 횟수가 주 1회 이상인 집단이 주 1회 미만인 

집단보다, 사회복지 활동기간이 3년 이상인 집단이 3년 

미만인 집단보다, 노인복지에 종사했던 집단이 그이외

의 복지분야(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행정업무 등)

에 종사했던 집단보다 사회  자본형성의 정도가 높았

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사회  자본형성에 

한 변인을 연구했던 김미혜[31]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연구에서 자는 참여수 이 극 이고 참여여건이 

좋을수록 사회  자본형성이 정 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송인 과 김 화[42]도 다문화가족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 련 활동 참여경험이 사회  자본형성을 통

해 사회 응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표 5. 연령, 교육수준, 사회계층 인식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동과 사회적 자본

       변인
M(SD)

연령(세)
심 태도

사회

복지

련

활동

신뢰
형성

네트워
크
구축

사회
규범형
성

사회
자본

20~39 a 3.42.(53) 3.43(.71) 3.42(.58) 3.47(..66) 3.78(.70) 3.51(.86) 3.59(.73)
40~49 b 3.25(.65) 3.30(.53) 3.27(.54) 3.31(.49) 3.40(.57) 3.59(.49) 3.41(.480
50~59 c 3.46(.66) 3.53(.55) 3.49(.57) 3.36(.50) 3.49(.56) 3.67(.53) 3.50(.46)

60세 이상 d 3.31(.72) 3.36(.63) 3.34(.63) 3.35(.60) 3.57(.68) 3.73(.66) 3.55(.59)
F 1.69 3.31* 2.70* 2.72* 2.58* 2.18 2.67*

Scheffe

교육수준
　

b<c a>b

　

a>b

　

a>b
　

a>b

　
고졸미만 a 3.41(.68) 3.45(.58) 3.43(.58) 3.41(.53) 3.55(.60) 3.70(.62) 3.56(.52)
고졸 이상  b 3.28(.68) 3.24(.61) 3.26(.60) 3.13(.55) 3.42(.65) 3.53(.53) 3.33(.55)

F 1.22 2.62 1.56 5.50** 1.67 2.04 3.73*

Scheffe

사회계층인식
　 　 　

a>b
　 　

a>b

　
하위-중하층이하 

a 2.95(.87) 2.99(0.83) 2.97(.81) 3.12(.76) 3.14(.72) 3.37(.58) 3.20(.65)

중층  b 3.42(.64) 3.50(.52) 3.46(.53) 3.33(.57) 3.50(.58) 3.64(.55) 3.49(.50)
중상-상위층이상 

c 3.82(.26) 3.81(.29) 3.81(.25) 3.72(.28) 3.88(.32) 3.79(.26) 3.80(.240

F 7.53*** 10.15*** 10.18*** 3.88** 7.58*** 7.02*** 7.55***
Scheffe a<b,c a<b,c a<b,c a<c a<b,c a<c   a<c

* p<.05, p<.01, p<.001

표 6. 사회복지활동 분야, 사회복지활동 기간, 사회복지활동 
빈도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활동과 사회적 자본

       변인
M(SD)

사회복지
활동분야

심 태도 사회복지

련활동

신뢰
형성

네트워
크구축

사회
규범형
성

사회  
자본

노인복지 a 3.46(.65) 3.51(.63) 3.48(.59) 3.45(.51) 3.63(.56) 3.78(.53) 3.62(.47)
노인복지외 

 b 3.40(.67) 3.37(.85) 3.39(.54) 3..34(.48) 3.51(.60) 3.69(.53) 3.51(.58)

F 0.94  1.24*  1.02 1.00 1.03 1.11* 1.10*
 Scheffe

사회복지
활동기간(년)

a>b 

    

a>b a>b
 

 3년 미만  a 3.03(0.84) 3.11.(.77) 3.07(.73) 3.09(..73 3.19(.68) 3.44(.57) 3.24(.59)
 3~5년 미만 b 3.37(.71) 3.54(.59) 3.45(.61) 3.36(.550 3.52(.63) 3.65(.58) 3.51(.53)
5~8년 이상 c 3.41(.64) 3.41(.57) 3.41(.56) 3.36(.53) 3.53(.62) 3.67(.60) 3.51(.54)

F 5.22*** 4.91** 5.55*** 3.98** 5.35*** 3.70** 4.86**
Scheffe

사회복지
활동횟수

a<c a<b
   

a<b,c

   

a<b,c a<b,c
   

a<b,c a<b,c
  

 1주 미만 a 3.15(.77) 3.25(.70) 3.19(.68) 3.16(.64) 3.33(.67) 3.50(.56) 3.32(.58)
  1 주 이상 b 3.61(.66) 3.63(.54) 3.56(.63) 3.48(.43) 3.64(.43) 3.84(.54) 3.65(.48)

F 7.04*** 3.50** 6.12*** 5.52*** 3.42* 3.91** 5.21***
Scheffe a<b a<b　 a<b a<b a<b a<b　 a<b

* p<.05, ** p<.01, *** p<.001 

3.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 간의 
   관계
농 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 활동과 사회  

자본형성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해 상 계

(correlation) 분석을 한 결과가 다음 [표 7]에 나타나 있

다. 표에서와 같이 사회복지 련 활동과 사회  자본형

성 간에는 (r=.609, p<.01)로 그들 간의 상 계가 매

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개발

이라는 사회복지 련 분야와 사회  자본과의 계를 

다루었던 소진 [27]과 최장수[35]의 연구결과 그리고 

자원 사활동과 사회  자본형성 간의 계를 다루었

던 김태룡.안희정[23], 이강헌.정진경[24], Smith[4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하 요소와 한 사회  자본형성

과 사회복지 련 활동의 하 요인인 사회복지에 한 

심(r=.575), 복지에 한 태도(r=.549) 간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 즉 사회복지 련 활동

은 사회  자본형성과 매우 하고 그 하 요인인 사

회복지에 한 심과 태도 역시 사회  자본형성과 긴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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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회복지관련 활동과 사회적 자본형성 간의 관계
1 2 3 4 5 6 7

사회복지
관련활동
관심

사회복지
관련활동 
태도

사회복지
관련활동 신뢰형성 네트워크

구    축
사 회 적 
규범형성

사 회 적
자본형성 

1 1 

2 .712
(**) 1 

3 .945
(**) 

.902
(**) 1 

4 .454
(**) 

.534
(**) 

.527
(**) 1 

5 .551
(**) 

.496
(**) 

.569
(**) 

.722
(**) 1 

6 .556
(**) 

.452
(**) 

.552
(**) 

.659
(**) 

.761
(**) 1 

7 .575
(**) 

.549
(**) 

.609
(**) 

.866
(**) 

.928
(**) 

.893
(**) 1 

** p<.01

4.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
구학적 특성과 사회복지 관련 활동의 상대적 
영향력

조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과 사회복지 련 활

동이 사회  자본형성에 해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

기 해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가 다음 [표 8]에 나타나 있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변수 간의 다 공선성의 정

도를 알아보기 해 조사한 결과 VIF지수가 10을 넘지 

않았고 Durbin-Watson 계수가 1.983로 2에 가까워 다

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

분석을 한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와 같이 먼  1단계에서는 조사 상자의 사회

인구학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  자본형성

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그 향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

과 회귀식은 (R²=.314, F=9.365, p<.001)로 나타났다. 

향변수는 계층인식(β=.416), 사회복지 활동횟수(β

=.195), 교육수 (β=-.169) 사회복지 활동분야(β=-.163)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사회복지활

동 횟수가 늘어날수록, 교육수 이 낮을수록, 사회복지 

활동분야가 노인복지 분야 을 때 사회  자본형성은 

많았다.

1단계 회귀분석에 사회복지 련 활동의 하 변인인 

사회복지에 한 심, 사회복지에 한 태도를 추가한 

2단계 회귀식은 (R²=.460, F=14.601, p<.001)로 나타났

다. 향변수는 복지에 한 심(β=.332), 계층인식(β

=.224), 복지에 한 태도(β=.171) 순으로 사회  자본

형성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복지에 한 심이 많을수록, 복지에 한 태도가 높

을수록 사회  자본형성은 많았다.

회귀식 I, II를 통해 볼 때 조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이 사회  자본형성에 미치는 향력은 31%

고 사회복지 련 활동( 심과 태도)변인이 추가됨으로

써 사회  자본형성에 한 향력은 46%로 증가되어 

사회복지 련 활동이 사회  자본형성에 한 향력

은 15%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경아[34], 김미혜[3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  자본은 조사 상자가 재 하

고 있는 활동에 한 심도가 높고 참여시간이 길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사회복지 련 활동에서

의 심과 태도는 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사회적 자본형성에 대한 변인의 영향력
단계

사회  자본 (N=250)
t VIF

B Err.  β 

step 1

(상수.) 3.002 .469 6.401
연령 -.040 .048 -.070 -0.836 2.312

교육수준 -.150 .066 -.169 -2.292* 1.784
배우자유무 .049 .185 .016 0.263 1.198
주거형태 .071 .089 .046 0.800 1.099

사회계층 인식 .303 .050 .416 6.040*** 1.556
월 생활비 -.170 .034 -.129 -0.057 1.385

step 1

직업유무 .057 .073 .051 0.787 1.386
사회복지활동분야 -.057 .021 -.163 -2.662** 1.234
사회복지활동기간 .017 .028 .039 0.607 1.349
사회복지활동빈도 .113 .035 .195 3.194** 1.217

R²=.314, F=9.365, p=.000***

step II

(상수) 1.645 .456 3.609
연령 -.011 .043 -.020 -0.264 2.331

교육수준 -.109 .059 -.122 -1.850 1.806
배우자유무 .133 .165 .043 0.802 1.205
거주형태 .081 .080 .052 1.013 1.100
계층인식 .163 .049 .224 3.340** 1.859
월 생활비 -.106 .031 -.005 -0.392 1.506
직업유무 .019 .066 .017 0.283 1.409

사회복지활동분야 -.016 .020 -.047 -0.821 1.330
사회복지활동 기간 .025 .025 .058 1.003 1.360
사회복지활동 빈도 .051 .033 .088 1.557 1.304
사회복지
관련활동

관심 .256 .058 .332 4.408*** 2.336
태도 .147 .065 .171 2.253* 2.368

R²=.460, F=14.601, p=.00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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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1. 요  약
재 우리나라 농  여성단체는 농 지역 문제해결

의 주축이 되고 있으며 활동의 상당부분이 주민복지활

동으로 다양한 활동이 하고 있으나 복지주체로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 련 활동이 사

회  자본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함으

로써 농 지역 여성단체의 복지 련 활동과 농 복지

의 시각지  해소를 한 역할에 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 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 활동의 정

도는 평균 3.36 이었고 사회  자본은 평균 3.47 으로 

이들 모두 앙치인 3 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내

고 있어 사회복지 련 활동과 사회  자본의 형성의 정

도는 비교  높은 것으로 보인다. 먼  사회복지 련 

활동의 하 요인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에 한 심이 

3.34 이고 태도는 3.39 으로 거의 비슷한 수를 보이

고 있어 심과 태도의 정도도 약간 높은 것으로 보인

다. 사회  자본형성에 있어서는 하 요인 에서 사회

 규범형성이 3.63 , 네트워크 구축이 3.47 , 신뢰형

성이 3.31 으로 나타나 사회  규범형성이 가장 높고 

신뢰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 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 활동의 정

도는 계층인식, 연령, 사회복지 활동횟수, 사회복지 활

동기간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층 이상의 

집단과 상층 이상인 집단이 하 층 이하인 집단보

다, 20～39세의 집단이 40～49세의 집단보다, 사회복지

활동 횟수가 주 1회 이상인 집단이 주 1회 미만인 집단

보다, 사회복지 활동기간이 3년 이상인 집단이 3년 미

만인 집단보다 사회복지 련 활동의 정도가 많았다.

사회  자본 형성의 정도는 계층인식, 교육수 , 연

령, 사회복지 활동횟수, 사회복지 활동기간, 사회복지활

동 분야에서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즉 상층 이상인 집단이 하층 이하인 집단보다, 

고졸 미만인 집단이 고졸 이상인 집단보다, 20-39세인 

집단이 40-49세인 집단보다, 사회복지활동 횟수가 주 1

회 이상인 집단이 주 1회 미만인 집단보다, 사회복지 활

동기간이 3년 이상인 집단이 3년 미만인 집단보다, 노

인복지에 종사했던 집단이 그이외의 복지분야(아동, 청

소년, 여성, 장애인, 행정업무 등)에 종사했던 집단보다 

사회  자본 형성의 정도가 높았다.

셋째, 농 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 활동과 사

회  자본형성 간의 계에 있어 그들 간의 상 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복지 련 활동의 

하 요인인 사회복지에 한 심, 복지에 한 태도와 

사회  자본형성의 하 요인인 신뢰형성, 네트워크 구

축, 사회  규범형성 간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어 그 하 요인 간에도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사회  자본형성에 한 조사 상자의 사회인

구학  특성과 사회복지 련 활동의 상  향력에 

한 연구 결과는 계층인식, 사회복지 활동횟수, 교육수

, 사회복지 활동분야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사회  자본형성에 한 설명력은 총 31% 이었다. 즉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사회복지활동 횟수가 늘어날수

록, 교육수 이 낮을수록, 사회복지 활동분야가 행정업

무 을때 사회  자본형성은 많았다. 여기에 사회복지

련 활동(복지에 한 심, 복지에 한 태도) 변인이 

추가됨으로써 사회  자본형성에 한 향력은 46%

로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복지에 한 심, 계

층인식, 복지에 한 태도 순으로 사회  자본형성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복지에 

한 심이 많을수록, 복지에 한 태도가 높을수록 

사회  자본형성은 많았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련활

동이 추가됨으로써 사회  자본형성에 미치는 사회복

지 련활동의 순수한 향력은 15%임을 알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농 지역 여성단체의 사회

복지 련 활동은 사회  자본 형성에 정 으로 기여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사회  자본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농 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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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활성화와 사회  자본형성을 제고하기 한 몇 가

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 지역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 활동은 비

교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사회  자본형

성도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조사와 

더불어 행했던 부가 인 조사에서는 여성단체회원들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지역복지 등 다양한 

복지 련 활동에 참여를 했지만 매우 미미하고 조직

이지 못함을 지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

련 활동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도 ‘회원들의 의지부

족’, ‘사회복지 련 정보와 지식부족’, ‘재정부족’, ‘회원 

수 부족‘ 등의 고질 인 농 지역이 가지고 있는 복지 

안문제를 들고 있다. 따라서 농 지역이라는 지역  

문제와 여성단체라는 조직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이러한 활동이 개인 인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향상 그

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역량강화

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 련 활동에서 요한 것은 농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의 극 인 참여이다. 이제까지 사회

활동의 경험도 고 남을 돕는 일에 나서는 자신감도 

부족하며 보수 인 지역성향에 여성들의 활동이 조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발 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정부는 측

면에서 지원하는 능동  복지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보듯이 여성단체의 사회복지 련 

활동은 사회  자본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단체활동을 통해 사회  규범을 형

성하여 후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지역민 간 그

리고 이웃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민 상호 간에 

신뢰감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때 농 에서의 

여성단체의 활동의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농한기를 활용한 단체활동으로 여성특유의 경험

으로 문제될 수 있는 농 문제들을 개선하며 지역 인 

특성을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 생산 인 활동으로 사회

인 역량을 개발해 나갈 때 사회  자본형성의 용량을 

더 커질 것으로 기 된다.

넷째, 사회복지 련 활동과 사회  자본형성은 사회

복지 활동기간과 횟수에 의해 더 높아진다는 본 연구결

과를 볼 때 여성단체 회원들이 보다 효율 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정책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 부

조사업의 확 , 의료서비스의 향상, 다양한 여가활동 

로그램의 재발과 실행, 노인요양서비스의 강화 등이 농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 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

다. 한 로서 재 운 되고 있는 로그램들의 재검

토를 통해서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고 회원 자신의 흥미와 취미에 맞는 

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할 때 참여 활성화는 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인 일반 주

부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면서 지역사회 주민의 극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개해 나가야 한다. 한 장기간 사회

복지 련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  비회원에 해 지

역의 일자리와 연계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

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 사회복지 련 활동에 한 

여성단체의 참여는 활성화될 것이다.

다섯째, 고령화, 의료시설의 부족, 소외와 고독 등 농

지역은 도시보다 우선 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인 자원이 실히 요구되는 지역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 지역 여성단체 사자들

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사회복지 련 활동이라

는 인식조차 제 로 갖지 못하고 ‘복지서비스의 제공자’

라는 자부심도 없이 이 부터 행해오고 있는 활동을 거

의 변함없는 틀 속에서 수동 으로 움직여 오고 있다. 

이러한 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에 한 지식  기술, 

정보제공들을 한 구체 인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고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 련 일에 해 문성을 부

여하며 그들이 하는 일에 한 자신감과 더불어 정

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남지역에 소재한 K군의 여성단체 사회

복지 련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을 심으로 조사를 

하 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연구가 미미한 농 지역 여성단체

의 활동이 사회  자본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

지 살펴 으로써 농 지역 여성단체가 행하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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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 련 활동의 사회 인 향력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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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종 임(Jong-Im Lim)                     정회원
▪2014년 2월 : 순천 학교 사회복

지학과(사회복지 석사)

▪2009년 4월 ～ 재 : 구례군아

이돌보미센터 사무국장

 < 심분야> : 노인복지, 가족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