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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 지방화의 진전과 함께 사회복지 부문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혹

은 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집행의 주체로서, 지역사회는 정책 실행의 현장이자 수요자와 접하게 

소통가능하고, 참여를 도모하는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주목되고 있다. 

올해는 민선지방자치 20년, 2005년의 복지사업 지방이양 및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1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

안 지자체 자치역량이 성숙되면서, 시군구 중심의 복지 기획력 향상, 지

역단위 협의 구조는 안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제3기(2015~2018) 계획이 수립되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

의 상시화를 통해 기초적인 논의 기반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지자체별 

편차가 크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모색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정부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보장의 기본 틀

과 복지사업의 수행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자 다각적인 준비를 진

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그 구성 범위를 확장하

다. 또한 사회보장 수준의 지역 간 격차에 주목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사

회보장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 배분, 급여제공기관 배치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선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다.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 을 통해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행결과 평가 등 지자체의 균형적 복지역할 수행 및 관

련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및 지자체 지원을 추진하게 되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본 원에서는 2012년부터 지역복지에 대한 연구와 관련 사업을 운 하

기 위한 원 내 기반을 마련하 고 각 년도의 보고서를 발간하 다. 4년차

인 올해는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 에 있어 다음 세가지 주제에 주

안점을 두고자 하 다. 첫째, 법에 근거하여 운 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실제 지자체의 복지사업 기획･운  과정에서 실효성을 갖는지 진

단하고자 하 다. 둘째, 지자체가 기획하는 자체사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자체 복지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되는 지자체 사업의 특성을 포

착하고자 하 다. 셋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복지부문에서의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을 모색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

점을 얻고자 하 다.

본 보고서는 강혜규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안혜  교수(고려대 근거중

심연구소), 이은정 교수(백석대학교), 주은수 교수(울산대학교), 박수지 

교수(강릉원주대학교), 조숙현 교수(Roberts Wesleyan College)와 본

원의 류진아 연구원, 이정은 전문연구원, 민진아 연구원이 작성하 다. 

보고서의 검독을 담당하여 세심하게 읽고 조언을 주신 본 원의 박세경 연

구위원, 강은나 부연구위원, 공주대학교 이재완 교수, 서울복지재단 류명

석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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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tudy on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Plan

We, KIHASA, have run Community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for the last 4 years and we studied and focused on in-

specting the rea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practical business 

plan & operation for social welfare plan this year. We tried to 

figure out policy implication through checking the effective-

ness of the local social welfare plan and previously not at-

tempted in-depth reality investigating whether the local gov-

ernment self-owned businesses have been run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by its complementary status with the national 

social welfare project or not.

First of all, this research analyzed ‘local social welfare plan’, 

the basic project of the local welfare business of cities, prov-

inces and tow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lity about plan-

ning and reporting･ assessing of enforcement results by year, 

diagnose problems with it and find improvement suggestions. 

In particular, it compared the 2nd local social welfare 

plan(2011-2014) enforcement plan by year to realize that how 

much consistency of each business is maintained, to what ex-

tent of connectivity it has, or what is the reason if there is a 

change and is it an appropriate response for th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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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Secondly, this study identified the reality of social welfare 

businesses planned and operated by its own budgets without 

receiving government funding. Also it tried to investigate that 

these systems have the national social welfare system and sup-

plementary property and whether it designed for local welfare 

demands and conditions.

Lastly, it reviewed the cas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 or-

der to understand that the rol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regarding the social welfare 

business operation and the control mechanism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Through it, this paper attempted to obtain the implication 

about how does the partnership between the center govern-

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n social welfare sector seek 

development.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 의 4년차인 올해는 사회복지사업을 위

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사업 기획-운 의 실태를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두

고자 하 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지자체 자치사업이 

국가 사회복지사업과 상보적인 위상으로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 되는

지,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보다 심도있는 실태 파악을 통해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하 다. 

첫째, 지역복지사업 운 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의 기초 작업으로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중심으로 한 계획 수립,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평

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진단, 개선을 모색하고자 하 다.

둘째, 규모는 적어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기획하는 자체사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지자체 복지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되는 지자체 사업의 특성을 포착하고자 하 다.

셋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사회복지사업 운 에 대한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의 역할관계,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기제 등을 파

악함으로써, 복지부문에서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을 

모색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 다.

2. 주요 연구결과

첫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효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시

도 및 시군구에서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본 계획인 제2기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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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계획(2011~2014)과 비교하여 얼마나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혹은 

변경된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여건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인지를 파

악하고자 하 다. 2014년 신규·변경·폐지 사업을 확인한 결과 50개시군

구 지역사업 중 27.7%가, 시도사업의 경우 28.5%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

났다. 변경의 사유로는 사업의 통폐합․이전, 수요 변화, 예산 변화의 빈도

가 높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4년간의 계획을 수립한 본 계획과 

2014년 계획의 일관성을 파악한 결과, 지자체의 타 부서나 민간기관의 

관련 사업과 유사성 및 기능 중복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사업이 변경되거

나 통․폐합되는 경우, 사업량 증가로 예산이 증액되거나 예산 미확보(미편

성)로 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사업 자체의 미시행이나 사업 

효과성 미비로 인한 사업의 축소 및 폐지, 구체적 근거에 대한 명시 없이 

신규사업으로 단순신설하거나 2기 본 계획 당시 누락된 사업이라는 사유

로 신설한 사업 등이 다수 확인된 바, 당초 사업에 대한 근거기반의 충분

한 준비 과정과 유관기관간의 협력기반 구축, 운 과정의 점검 및 대안 

마련의 수반, 결과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이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계획에서 기획한 지역사업(자체사업) 중 연차별 계획

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목적의 연계성과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2기 본 계획의 사업명을 2014년 연차별 계획에서도 유지한 

경우는 45.1%로서, 절반 이상이 사업명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을 중심으로 본 계획과 2014년 시행

계획의 연계성을 파악한 결과, 우선 연차별 보고서에 기술된 연차별 계획

의 수행목표와 성과목표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여 사업 목적의 유추가 어

려운 경우, 성과목표 설정이 본 계획의 목적과 성과목표에 비춰 성과

(outcome) 형태보다는 산출(output) 형태로 변경된 경우, 사업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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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경(지역사업에서 보편사업으로, 혹은 보편사업에서 지역사업으로

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배경 설명이 미진한 경우, 본 계획의 사업 목적과 연차별 수행 목

표가 어떠한 논리적 연계성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들이 발견되었다.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보면, 아예 성과지표가 누락된 경

우,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간 성과지표가 상이

하게 달라진 경우(특별한 근거 없이 측정의 편의성이나 평가의 수월성 등

을 이유로 성과지표를 줄이거나 달리한 경우)는 문제 사례로 판단되었다. 

예산 연계성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지역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사

업에서 비예산 사업의 비중이 상당하고 사업 내용 역시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원 연계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간 자원 동원으로서 비

예산 사업은 지역복지 활성화에 큰 의의가 있을 것이지만, 지역사업에서 

예산확보는 사업의 실효성과 확산에 지대한 향을 미치는 바 관련한 심

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지자체가 사회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는지 지역복

지에 대한 주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자체사업(지역사업)을 분석

한 결과, 48개 시군구의 보편사업은 총 2,792개, 지역사업은 1,667개(시

군구당 평균 58개, 37개)로 확인되었다.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을 합하여 

가장 사업 수가 많은 역은 아동‧청소년(18.3%)이었으며, 보편사업은 아

동‧청소년 사업이 가장 많았고, 지역사업은 여성‧가족 사업이 가장 많았

다. 자체사업(지역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분야는 노인

역으로서 다른 대상 사업에 비해 사업 수는 많지 않았지만 예산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 다(1개 사업 평균 보편사업 1,700억 원, 지역사업 10억 

원). 보편사업 총사업비 규모는 노인 다음으로 저소득-장애인-여성/가족

-보건의료-지역사회복지의 순이었으며 규모는 노인-여성/가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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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저소득-지역사회복지의 순이었다. 사업 역별 사업 수와 예

산 배정의 우선 순위를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역이 해당 사업 수는 

많았으나 실제 투입 예산은 적은 반면 노인 역은 사업 수는 적었지만 

예산 투입은 많았다. 여성가족 역과 지역사회복지 역은 보편사업에 

비해 지역사업에서 비중 있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저소득 대상 사업은 그 

반대 다. 흥미로운 시사점은 중앙정부의 사업(보편사업) 예산 비중이 저

소득층 역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실과 달리, 각 지자체의 자체사업의 

규모를 볼 때 빈곤계층에 특화된 사업보다는 보다 소득이 높은 대상층까

지도 포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시군

구의 사업 역별 지역사업의 수를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지역에 따라 

10개 미만~100개 이상까지 큰 편차를 보 다. 사업내용을 기능범주별로 

분류하여 지역사업 수를 파악한 결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생활

지원이 절반을 차지하 고, 문화여가, 보호돌봄, 건강, 교육의 순이었다. 

1개 사업에 투입된 사업단위 예산을 산출해보면, 사업 수와 총 예산 투입 

규모가 큰 생활지원 사업보다 ‘요양돌봄’사업은 1개 사업 평균 8억여원으

로 가장 컸으며, 대체로 생계지원, 요양돌봄 성격의 사업들이 다른 사업

에 비해 단위 사업 당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역은 1개 

사업 당 예산 규모가 가장 작았으며, 문화여가, 교육의 사업도 적은 편이

었다. 아동의 경우 보호돌봄과 문화여가 성격의 사업 비중이, 저소득 계

층 대상사업은 고용지원 성격의 사업이, 노인대상사업은 문화여가 사업

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지자체 자체사업들은 대체로 대상집단의 특

성과 욕구에 맞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넷째, 정부가 시행한 2014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에 본 센터가 참여하 고, 시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한 50개 시·군·구

의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 다. 이들 지역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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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과 총점은 평균 90.45점(100점 만점)이었다. 평가 분야는 5개로 구

성되었는데, 5개 역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역은 지자체 평가준비

의 성실성 점수 으며, 다음으로는 지역복지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순이었다(100점으로 

환산하면 90.8점, 89.4점, 88.7점, 91.8점, 95.2점). 이를 간략하게 정리

해보면, 준비와 계획은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며, 과정을 적절하게 준수하

려는 노력, 목표의 성취는 상대적으로 미진하게 평가되었다. 또한 주민의 

참여는 가장 어려운 부분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분석 대상 지자

체가 각 시도에서 추천받은 우수 지자체 후보이므로 전반적인 총점이 90

점 내외로 높게 나타났지만, 해당 지자체간 평가점수의 편차가 큰 역도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지역복지계획의 충실성 부

문이었다. 

한편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에 대하여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한 결과, 지표 산출에 대한 어려움, 평가지표에 지역 특성 반

의 한계, 예산집행 중심의 성과 평가의 부적절성, 성과목표 달성도 등 

일부 지표의 자의적 평가 가능성 우려, 지역주민 참여도 지표 개선, 중복

된 평가방식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행정 비효율성 등이 제기되었다.

3. 정책 제언

올해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

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사회복지사업, 지자체가 주도하고 준비할 

복지부문의 사업 추진체계에 큰 변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

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되어, 보건･복지 역을 

넘어,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정의를 통해 포괄하는 고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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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주거, 환경 부문까지 이 계획을 통해 담아내야 하는 변화가 예정되

어, 지역차원의 계획 수립, 시행, 평가와 관련된 정책적 준비가 보다 면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기의 계획을 세우는 세 번의 계획 수립 과정에

서 겪은 시행착오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와 관련한 일관성 미흡

에 대한 지적, 그리고 처음으로 검토된 본 연구의 제2기 계획과 2014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분석에서 발견된 결과들에 주목하여, 지속적인 보

완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첫째, 4년 주기의 본 계획이 갖는 위상과 연차별 사업 시행과정에서 본 

계획이 기여하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계

획(개정,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규정은 상당히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하향식(top-down) 절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계획 수립의 주체인 지자체의 동기부여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계획

이 실절적으로 지자체 사업에 기여할 점이 많아져야 지자체의 관심, 동

기, 투입이 증가할 것이므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활용의 실효성

에 대한 세 한 검토가 요청된다. 또한 중앙부처의 크고 작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향식(bottom-up)의 의견수렴 통로,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지자체 및 민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 될 수 있는 시

간과 절차가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둘째, 계획 수립에 사업 주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방

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모든 복지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통일성있는 체계를 갖게 하지만, 체계의 공식성이 실질

적인 절차, 내용의 일관성, 견고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사회복

지부문을 넘어선 보건, 고용, 주거, 문화, 교육 등까지, 지자체의 타 국-과

와 유관 공공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은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난제를 갖게 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지역사회복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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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수립 담당자만을 중심으로 관련 검토와 고민과 업무를 해결하는 지자

체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 바, 이를 극복해 갈 방안 모색이 우선수위 높

은 사안이 될 것이다. 

셋째, 정책･사업 추진의 과학화, 체계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함께 경주되고 있으나, (본 분석을 통해 볼 때) 사업추진의 목표 

설정,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설정에 실무담당자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과(outcome) 중심의 사업 목표와 지표 설정이 지향되어야 함은 분명

하지만, 사업의 특성과 성숙도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

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

립, 운 방식이 일정수준 체계화될 때까지, 상세하고 일관성있는 매뉴얼 

안내, 교육, 컨설팅, 다양한 수퍼비전의 기회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법은 역설적으로 평가체계에 대

한 동의를 구하는 것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평가는 그 결과가 환류

(feed-back)되어 사업 성과가 향상되고 그것을 위한 절차가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역담당자의 의견을 조사한 바에 따르

면, 지역별 여건이 감안된 지표의 활용, 당초 목표 설정과 예산 배정에 

향을 주지 않을 평가 지표의 개선, 명확한 평가의 기준 제시, 지자체의 자

의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지표의 보완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다. 정부

가 추진하는 ‘지역사회보장지표’가 활용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성과평가

가 실시된다면 보다 나은 평가의 실시와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역시,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의 

중앙-지방의 협의구조 구축과 의사소통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주요용어: 지역사회복지계획,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 정부간 역할, 중앙-

지방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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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복지 부문에서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변화는 본 연구의 근원적

인 배경이다. 복지부문의 분권화, 지방화 추세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

속되고 있다. 이는 누적된 경제･사회･인구적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한 복

지서비스 제도화의 시기와 맞물리며, 다각적인 파급을 촉발하 다. 공공 

복지시스템의 혁신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범위, 

속도, 양적 측면의 변화가 복지부문 전반에 확산되면서, 복지 확대와 방

법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는 우리의 복지 정향을 전환할 계기로 

작용함과 동시에, 재정 제약과 확보의 문제, 전달체계 및 정책추진 주체

의  문제가 정책적 관심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는 복지 발전

단계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전환의 문제이며, 시대적 여건의 문제

라 할 수 있다. 전자는 민주주의･시민사회의 성숙을 배경으로 하는 분권

화-지방화의 과정, 국가의 복지체계를 셋팅해 가는 서비스의 제도화 과정

과 관련되며, 후자는 경제위기, 세계화, 인구문제를 배경으로 하는 실업, 

근로빈곤,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복지를 둘러싼 변화는 지방화･분권

화의 보편적 여건, 국가복지 제도의 성숙 단계,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자원 제약의 환경이 복합적으로 자아내는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변화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이전과 다른 변화이다. 분권화, 지방화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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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전과 함께 복지부문의 정책 주체로서 지자체에 주목하고 있고, 정책 

실행의 현장이자 수요자와 접하게 소통가능하고, 참여를 도모하는 장

으로서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자원 제약의 우려 속에서 

정책관리의 체계화를 추진하는 데 우선순위가 두어지고 있다. 그간 지속

되어 온 복지 확대의 기조는 재정압박의 위기감을 초래하 고, 정책 추진

체계의 합리화, 효율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한 측면이 있다. 정

책 추진 부처 간, 중앙-지방정부간 분절적 소통, 협의구조의 제약은 여전

히 이러한 필요성을 강화하는 여건이다. 셋째, ‘사회보장’의 패러다임을 

통한 복지의 역 확장 기조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다. 2013년 시행 개

정 사회보장기본법을 배경으로, 복지 및 보건을 넘어서는(교육, 고용, 문

화, 주거, 환경) 역 확장을 통해 국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통합적 

기반마련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 실행 단위까지 적용하기 위해서

는 지자체 차원의 반 을 위한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 

그간 국가 전반의 복지사업 운 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역할 확대가 지

속되어 왔다. 올해는 민선지방자치 20년, 2005년의 복지사업 지방이양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10년을 맞이하게 되었

다. 이 기간 동안 지자체 자치역량의 성숙은 가시화되고 있다. 시군구 중

심의 복지 기획력 향상, 지역단위 협의 구조는 안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제3기(2015~2018) 계획이 수립되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 의 상시화를 통해 기초적인 논의 기반이 확보되

었다. 그러나 지자체별 편차가 크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모색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 의지와 역량이 좋은 지자체가 노력을 

경주할수록, 지자체간 편차는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간 격차가 지속적으

로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간의 사회보장 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간 사회보장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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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이슈이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사회 전반적인 복지인식의 향상 또한 복지사업

의 운 과 상호작용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주민의 삶의 질 전반에 대한 

지방정치의 관심이 확장되었고, 주민의 권리 의식 성숙과 함께 사회복지

에 대한 인식 제고, 요구, 참여가 확대되었다. 지역단위 사회적경제의 기

반 마련도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서비스 공급, 참여 등)의 단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추진 여건은 녹록하지 않다. 2015년 

기준 지자체 전체 예산규모는 134.8조원, 사회복지예산은 37조원으로

서, 27.5%이다. 지난 5년여 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50% 포인트 가량이 

증가하 다. 

〔그림 1-1-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및 자체사업 비율의 변화 추이

(단위: %)

   주: 1) 일반회계 기준으로, 순계예산규모로 산출한 자료이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
계층지원, 보육가족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등 8개 부문 포함.

자료: 각년도 지방재정연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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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복지사업의 분담비(매칭예산)가 지자체 복지예산 중 평균 

90%를 상회하면서 지자체의 자체 시행 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다. 지자체의 정책사업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사회복지부문의 자체사업 비율은 2015년 기준 8.2%이다, 이는 2010년 

12.6%에서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를 포함한 사업전체의 자체

사업 비율 47.1%에 비해서 매우 낮으며, 이는 지역 특성과 재량권에 기

반한 주민복지사업을 운 하기는 어려운 여건임을 시사한다. 

본 원에서는 2012년부터 지역복지에 대한 연구와 관련 사업을 운 하

도록 원 내 기반을 마련하 고 각 년도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2012년

에는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  보고서(김승권, 김연우, 2012)｣에

서 지역복지 정책평가, 광역 복지재단･연구원의 역할, 지역복지정책 

동향, 민간자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 설립방안, 지자체 우수 특화사업

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 다. 2013년에는 ｢지역사회보장 내실화 

및 활성화방안 연구(김승권, 정민자, 김연우, 이소라, 2013)｣를 통해 센

터 운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2013년 보고서에는 지역사회보장 모니터

링단 운  활동보고, 복지전달체계 개편 매뉴얼, 광역 복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 발굴･확산, 지역사회보장정책 성과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활동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4년에는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센터’의 운  보고서로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

한 정책방안 연구(김승권 외, 2014)｣가 발간되었다. 보고서에는 민관협

력사업 모형 개발과 매뉴얼,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 결과, 지역사회보장

정책 포럼 결과,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 발굴･확산을 사업 내용이 포함되

었다.

4년차의 시도인 올해는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  과정에서 다음 

세가지 주제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 다.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기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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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마련한 주요 기제의 실효성과 지자체 자치사

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와 상보적인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 하고 있는지, 복지부문에서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

는 어떻게 발전을 모색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 다.

첫째, 시도, 시군구의 지역복지사업 운 의 기초 작업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중심으로 한 계획 수립,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 평가에 대한 실태

를 파악하고 문제를 진단,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에 착안하 다.

둘째, 규모는 적어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기획하는 자체사업(지역사회

복지계획의 구분에 따르면 ‘지역사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의 사회

복지제도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지자체 복지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시

도되는 지자체 사업의 특성을 포착하고자 하 다.

셋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사회복지사업 운 에 대한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의 역할관계,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기제 등을 파

악하고자 하 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 주제를 두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

구 방법을 통해 연구를 구성하 다. 

첫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분석하여, 실효성있는 계획이 수립되는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자체의 체계적인 사업 기획과 운 의 기반이 되는

지를 가늠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년)과 201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

다.1) 분석에 포함한 대상 지역은 시도의 경우, 당시 2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전체를2), 시군구는 50개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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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 다. 

먼저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변경 현황, 세부 변경사유 등을 사업 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다

음으로는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연계성을 사업목적, 성과지표, 예산계

획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 다. 이는 시군구의 계획과 시도의 계획으로 구

분하여 분석, 제시하 다. 

둘째, 분석대상이 된 시군구의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계획에 

포함된 자체사업(지역사업)을 분석하 다. 이는 사업 수혜대상을 반 한 

분류(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가족, 다문화, 지역사회복

지, 보건의료, 기타), 기능을 중심으로 한 분류(보호돌봄, 생활지원, 교육, 

건강, 요양돌봄, 주거, 고용, 문화여가, 생계, 재해보상)를 반 하여, 각 

지자체의 사업이 어떤 대상에게, 어떤 목적으로 기획･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 으며 사업 수와 예산의 분포를 함께 검토하 다.

셋째, 2014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의 결과를 분석

하 다.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

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충실성, 지자체 평가준비의 성실성 등으로 구성

된 평가 결과의 분석을 통해 시행결과 평가내용의 경향성과 시사점을 파

악하고자 하 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 평가의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50

개 지자체의 담당공무원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대상으로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파악

하고자 하 다. 이는 개방형 설문문항으로서, 평가지표의 개선사항, 평가

절차의 개선사항,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에 

1) 상세한 분석방법은 제3장 2절에 제시하 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제2기 본 계획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제외하 다. 
3) 올해 실시된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에서 우수 지역으로 선정

된 시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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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전반적 의견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 다. 

넷째, 지방화가 진전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사회복지관련 재정, 사무를 분담하고 있는지, 지자체의 역할을 활

성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기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여, 일

본, 미국,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 다. 

각국의 정부 문서, 통계자료, 복지제도 및 행정체계 자료, 중앙-지방 

역할분담 관련 선행 연구자료를 수집, 검토하 으며, 각국 복지제도의 특

징과 복지행정체계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역할 구조, 복지재정 현황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 내용을 파악하고,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 정책으로서, 지자체 평가 체계, 성과관리 제도, 지자체 통제 

기제(control system),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기제의 사례를 파악하

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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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변화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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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변화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배경과 제도의 변화

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배경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의 복지자원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차원의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포괄하여 수립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 계획이다(정홍원, 2013, p.5). 한국의 경우 활성화

된 지방자치와 그에 수반하는 사회복지의 분권화 맥락에서 지자체의 책

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민의 복지욕구를 반

하는 차원에서 2006년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채현

탁, 유애정, 박태 , 2014, p.250).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주요 

복지 정책들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수립되어 산별적 개별 계획들로 지역에 

전달되었고 이로 인한 복지 공급의 중복 혹은 누락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다.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 한 복지수요의 전망과 복지자

원의 조달·관리 등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채현탁, 김종건, 2012, p.57).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정부의 복지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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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김보 , 2014, p.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한 복지 형성(지방분권, 지방자치),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민관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지역주민 참여와 공동체 형성의 욕구 

증가,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등으로 인해 기존 접근과는 다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었다(한국지역사회복지연구소, 2008; 함철호, 박태

, 이재완, 류만희, 채현탁, 김종건, 2013, p.256에서 재인용). 

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법적 근거와 변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법률적 측면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사회

보장기본법 16조)4)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사회보장기본법 19

조)5)의 하위 계획이며(정홍원, 2013, p.5), 실체적 법적 근거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15조에

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내용,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과 각 주체

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4년마

다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와 전망, 사회복지 장단기 공급대책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김보 , 2014, p.5). 

4) 사회보장기본법 제 16조의 1(사회보장 기본 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1(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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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법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
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
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
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
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법 제3조)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사회보장기본법 제
20조)과 연계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관한계획의수립)
․ 지자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
체의 심의와 해당 의회에 보고를 거쳐 시･
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사회보장계
획을 수립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
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
회보장위원회에 보고

제15조의4(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①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기･단기 공급대책에 관
한 사항, ③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
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사회
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⑥지역사회복지에 관
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①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②목표 점검을 위
한 지표의 설정 및 목표, ③분야별 추진전
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④전
달체계의 조직과 운 , ⑤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⑥재원의 규
모와 조달 방안, ⑦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①시･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②지역사회보
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③시･군･구에서 사
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④시･군･구 담당 인력
의 양성 및 전문선 제고 방안, ⑤지역사회보
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제15조의5(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시행결과의 평가)
․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시행하

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관련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
복지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결과를 비용의 보조에 반 할 수 있음.

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 관련 단체 등에 지원.
․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 기본 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 계획을, 시･도지사

는 시･군･구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며, 보건복
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
회에 보고하며 지자체 지원에 반 할 수 있음.

〈표 2-1-1〉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비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법안 내용(2015.10. 기준)을 정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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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계획과 제2기 계획의 법적 근거 던 사회복지사업법은 최근까

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포함하여 공공의 복지전달체계와 민간의 복지전

달체계를 포괄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복지사각지대 문제로 인하여 사회보장급

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별도의 개별법을 마련해야 한다

는 요구가 대두되었다(이준 , 2015, p.4).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의 미비점(중복･사각지대)보완과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정의)

에 부합하는 복지급여 제공,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한

계 극복, 종합정보체계의 원활한 운 을 통한 지역사회단위의 종합 맞춤

형 서비스 제공을 취지로(최성재, 2015, p.5) 2014년 「사회보장급여이

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이 추진

되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한 사항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

하고 있던 다른 공공부분의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사회보장급여

법으로 이동하게 된다(이준 , 2015, p.4).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

칭이 변경되었으며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

과 시･도지사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

당 사항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제1기~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초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인 1기 계획은 2006년 수립되어 2007년부

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으며 1기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 하여 수립한 2

기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이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임을 감안하여 실효성과 실행력 담보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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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2기 3기

계횝
수립 
주체

실행주체 시군구청장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부전문기관)욕구
조사 등 일부사안에 
참여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부전문기관)욕구
조사 등 일부사안에 
참여

TF팀 
운영

별도 내용 명기 없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의 계획수립TF팀 
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
립TF팀 운

지역
사회
복지
조사
의

구성

지역조사 별도 내용 명기 없음

시군구 행정단위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 지
리, 사회, 역사, 문화, 
복지 등
(전국 현황과 비교) 
복지관련 전국통계현
황과 비교

별도 내용 명기 없이 
시군구 내 기초통계자
료 취합･조사･분석하
여 공급의 전망시 활
용하도록 하고 있음

욕구조사
계획 수립 절차에서 
욕구조사 실시 명기

개인단위
공동사항과 대상별 개
별사항 문항 구성

가구단위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
출 방법 제시
공통사항과 대상별 개
별사항 문항 구성

자원조사
계획 수립 절차에서 
욕구조사 실시 명기

･(복지자원) 공공자
원, 민간자원, 기타
(지역사회복지네트
워크) 네트워크의 실
태와 특성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의 자원관리시스템 내
용 기초
지역 내 시설과 각각
의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프로그
램과 규모 등 조사

내용
구성

비전계획 개요와 지역일반 현황

･환경 및 여건변화 전망
･기본방향 및 정책 우
선순위

･환경 및 여건변화 전망
･기본방향 및 정책 우
선순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 다(채현탁, 유애정, 박태 , 

2014, p.252).

〈표 2-1-2〉 1~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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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2기 3기

사업계획
부문별 정책목표와 추
진 전략

･부문별 사업 계획 ･핵심과제별 사업 계획

지원계획 재원의 투자 계획
･사업기반 조성 계획 ･행정･재정 계획

･시도 지원요구 사항

평가계획 계획에 대한 평가
･평가방법(자체평가)
･평가계획안

･평가방법(자체평가)
･평가계획안

주민
참여
심의
확정 
및 

보고
과정

의견수렴 
목적

계획수립 절차에 의견
수렴 절차 명기

･지역에서 계획의 적
절성 및 정당성 확보

･지역에서 계획의 적
절성 및 정당성 확보

의견수렴 
방법

공고 등
･공고, 공청회, 간담
회 등

･공고, 공청회, 간담
회, 공모 등

계획 
내용 
반영

-

계획 내용에 주민참여 
방안 명기

계획 내용에 주민참여 
방안 다루고 있지 않
음.

심의확정
절차

계획수립 절차에 심
의･확정 절차 명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중심으로 
계획안 심의 및 확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중심으로 
계획안 심의 및 확정

보고절차
계획수립 절차에 보고 
절차 명기

시군구청장 보고 후 
시도 제출

심의 확정된 계획의 
지방의회 보고
시군구청장 보고 후 
시도 제출

자료:  채현탁, 유애정, 박태 (2014),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은 지역 사회에 기반한 복지계획

의 태동이라는 측면에서 계획 수립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이

에 반해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전 계획에 비해 민간 역의 역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사회복지 역의 종합계획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정홍

원, p.3). 2기까지의 계획이 여전히 지자체 간의 격차가 크고 계획 내용이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 하지 못하며 눈에 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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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과 논의 속에, 현재는 제3기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1~2기 계획의 한계 및 문제점을 극복하고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하여 핵심과제별로 사업계획 구성, 형식적 

평가 지양, 지자체가 주도하는 계획 수립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수립, 

시행되었다.

  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평가6)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도, 시･군･구 지역의 복지사업을 중기적으로 

기획하고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계획의 실효성을 위하여 중심적

인 책임은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있다. 지자체장

의 책임 하에 계획(안) 작성은 시･도의 해당부서나 사회복지위원회, 시･
군･구의 해당부서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부전문기관이 참여하여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3, p.8).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보건복지부, 2013)에 따르면 

시･도,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

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 

성취해야 할 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그리고 세부사업을 지역사

회 주체들의 참여를 통하여 결정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통합성, 참

여성, 협력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입체적 방향성을 갖는다(보건복지부,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제3기
(2015-2018)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보건복지부, 2013)의 내용을 발췌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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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p.9). 또한 지역 고유의 특성이 반 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라

는 점에서 지역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기초자료 확보라는 

측면에서 과학성, 상위계획 및 유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과의 일관

성,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기 위한 행･재정계획 수반이라는 측면에서 실

천성의 네 가지 작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p.10).

〔그림 2-1-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참여주체별 역할

자료: 정홍원, 김보 , 이준 , 엄태 , 이소 , 이 범 등,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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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수립의 절차는 ①계획수립을 위한 기획, ②욕구 및 자원조사, 

③복지 계획안 마련, ④의견수렴(공고 등), ⑤심의･확정, ⑥보고, ⑦제출

의 총 7단계로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3, p.13). 기획과 지역주민욕

구 조사를 거쳐 마련된 계획안은 주민 의견수렴의 과정과 사회복지위원

회(시･도)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시･군･구)에서 검토 및 심의를 거치

게 된다7). 각 주체별 역할과 관계는 〔그림 2-1-1〕 과 같다. 

제3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4에서

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①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 ②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기･단기 공급대책, ③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④사회복지 전달체계, ⑤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 ⑥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⑦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 사항, ⑧기타

사항으로 제시하 다. 새로운 근거법인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시･도와 시･군･구를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는 계획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는 ‘지

역사회복지계획 타당성 평가’,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그리

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행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를 평가하는 ‘지역사

회복지계획 성과평가’ 등 총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정홍원, 김보 , 

이준 , 엄태 , 이소 , 이 범 등, 2013, p.157). 평가 내용은 제4기 지

7)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도입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법제화되었다. 그 이후 2005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지자체 대표, 사회복지 관련 민간기관 
대표, 학계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 민관으로 구성된 사회복지협의체가 설립되었다. 지역
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심의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지역
사회자원 개발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가 스스로 지역문제에 대응
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공간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김보 , 2014,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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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복지계획에 반 하도록 하 으며,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결과는 3

기 계획의 실행과정에 반 하여 변경절차에 따라 수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2-1-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구분 주요 내용

1. 계획(안)의 작성 
주체

- 시도: 해당부서, 사회복지위원회
- 시군구: 해당부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외부)전문기관: 욕구조사 등 일부사안

2. 계획수립 책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3. 계획의 방향 통합, 참여, 협력

4. 계획작성 원칙 지역성, 과학성, 일관성, 실천성

5. 계획 수립･제출 
절차

계획수립준비→욕구 및 자원조사→복지계획안 마련→의견수렴(공
고 등)→심의･확정→제출→권고조정사항 반

6. 계획의 구성내용

- 수요의 측정 및 전망
- 복지자원의 조달･관리
- 서비스 연계제공 방안
- 기타사항

- 공급(장･단기)대책
- 전달체계
- 주민참여
- 관련 통계

7. 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국가시책에 부합
- 관련계획과의 일관성 유지
- 지역단위 전략계획, 실행계획의 성격
- 지역의 특성이 반 된 핵심과제 중심으로 작성

8. 계획 변경

- 변경사유: 예측치 못한 복지환경의 변화
- 변경절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거침
- 변경내용보고: 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9. 계획 평가 및 
공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 근거
- 평가결과는 계획 보고서에 반

자료: 보건복지부(201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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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차별 시행계획

사회복지의 환경이 급변하는데 반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 단위

로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실행력 

담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것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채현탁, 김종건, 2012, p.57). 연

차별 시행계획은 기 수립된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간 계획으로서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된 해당연도 사업 

소개 및 상황변화 기술, 실행부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검토를 통

해 개발된 사업계획안, 평가 계획안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시

행결과를 검토하여 해당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반 한다. 또, 기수립계획안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

획의 시행목표를 점검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내 해당연도의 시행목표의 

확인과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수립내용의 점검을 수행한다(이재완, 2013, 

p.12).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중간 검토 및 수정, 보완. 

현실적 문제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다(정홍원, 김보 , 이준 , 엄태 , 이소 , 이 범 등, 2013, p.147).

이처럼 연차별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변

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이지만 양식 적용의 비명료

성, 시행계획 수립 세부내용의 불분명성, 논리모델과 성과측정의 기계적 

적용과 현장식 해석 등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어 왔으며(채현탁, 김종건, 2012, p.57) 여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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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 연구 검토 
   

  1. 지방분권 이후 지역사회복지

가.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

다. Rondinelli(1981, 1989)는 권한과 책임의 이전 정도에 따라 지방분

권을 ‘분산(deconcentration)’, ‘위임(delegation)’, ‘이양(devolution)’

의 세 단계로 구분하 다. 분산이란 가장 낮은 수준의 분권형태로서 중앙

정부가 특정 정책에 대한 역할을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소로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권한이나 책임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위임

은 중앙정부가 공공기능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행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나 준자치기구(semiautonomous organizations)에 이전하는 것을 의

미하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준자치기구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

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궁극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에게 있다. 마지막으

로 이양은 가장 높은 수준의 분권형태로 중앙정부가 공공기능에 대한 의

사결정, 자금의 운 , 행정 등의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역주민 스스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달, 운 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상태이다(안종석, 2001, p.22). 한편 Litvack, Junaid, Richard(1998)

은 지방분권을 세 가지 역, 행정의 분권(administration decentral-

ization), 정치적 분권(political decentralization), 재정의 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으로 구분한다. 행정의 분권은 기능 배분과 사무 배분

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가의 문제이며, 정치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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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주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을 선출함으로써 중앙정부와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재정

의 분권은 국세와 지방세라는 제도적 구분에서 더 나아가 지방재정 조정

제도의 설계 및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재원 이전 등이 해당된다(함 진, 

김경준, 김성은, 이인수, 2012, p.20).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논의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을 필

두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의 제약을 받는 과시적인 수준의 제한된 형태

로서(윤찬 , 2003, p.27; 이익섭, 김동기, 2007, p.50), 행정만 분권화

된 권한이양 이전단계의 분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안종석, 2002, 

p.16).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보다 

가속화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제를 실행하

기 위해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발

족시키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로드맵을 발표하 으며, 중앙정부의 국가사

무를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질적 향상의 계기를 마

련하 다(이혜은, 조정아, 2005, p.46; 이익섭, 김동기, 2007, p.50). 

사회복지 역에서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

련 정책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써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8) 특히 2005년 기존에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었던 사회복

지사업의 예상편성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 재정에서의 지방

분권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역의 지방화, 지방분권의 시

대가 시작되었다.9)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의무화(2003),

8) 2003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책임을 시·군·구에 두는 것으로 명시
하 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구성 및 운 지원을 실시해야하는 등 시군구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 다(모지환, 이
중섭, 2010, p.50).

9) 2014년 7월 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확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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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 관련 주요정책 

시기 주요 정책 및 내용

2003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지자체 중심의 복지사업 수행 기반 마련

2004년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06): 통합조사･서비스 연계 전문화 실험

2005년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
○ 지자체 사회복지직 증원(1,830명)
○ 복지사업 이양 등 지방화 본격 추진: 분권교부세제도 운

2006년
○ 지자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 개편(2006~07)
○ 복지부 내 ‘사회서비스정책관 설치’ 및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설립

2008년
○ 복지부 내 공공-민간-정보 관련 복지전달 개선 TF 운
○ 시군구 「희망복지129」 모형 개발

2009년

○ 지자체 ‘민생안정추진단’ 설치: 민생안정요원 900명 배치(계약직)
○ 시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
○ 분권교부세제도 연장결정(2014년 까지)
○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 발표(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정비,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지급,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민간사회복지시설 기능조정

2010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 한국복지정보개발원 설치
○ 시군구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 실시

2011년 ○ 지자체 복지인력 증원 결정(7,000명)

2012년 

○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 : 통합사례관리 실시
○ 범부처 복지사업정보연계 본격 추진(복지부로 이관)
○ 복지부내 ‘복지행정지원국’ 설치

2013년 

○ (개정)사회보장기본법 시행
○ 「지자체 복지사업」 전수조사 및 정보 관리체계 마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구축 및 운 : 지자체 복지사업 정보관리 

자료: 강혜규, 함 진, 권소일, 김지민, 오다은, 민진아(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8.

방이양과 재정분권 정책을 발표하 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주요내용은 2005
년부터 국고보조로 운 되는 149개의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분권교부세를 신설
하는 등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동하는 것이다. 분권교부세 
대상이 된 149개의 사업 중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67개를 차지하는 
등 사회복지 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조기태, 이시
경, 2014, p.367; 고혜진, 류연규, 안상훈, 2014,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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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2004~200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 (2005),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07) 등의 정

책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복지 역에서 지방분권으로의 체계 개편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다. 

사회복지 역에서 지방분권은 그동안 중앙정부 소관 하에 사회복지서

비스를 집행해온 지방자치단체의 급격한 역할 변화와 동시에 지방분권이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

다. 지방분권에 대한 논쟁은 크게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대변되는데 우

선 긍정론은 지방분권과 지역복지간의 정(正)의 관계를 인정한다(김정헌, 

정현화, 2003, p.45).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수요나 환경에 맞게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서비스와 비

교할 때 지역주민(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Tiebout, 1956; 고혜진, 류연규, 안상훈, 2014, p.5에서 재인용). 이는 

해당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

임으로써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구정태, 2009, p.2).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은 주민들의 투표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는 친복지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는 긍정적 견해도 존재한다(류진석, 2003, p.3; 고혜진, 류연규, 안상훈, 

2014, p.5). 

반면 지방분권이 오히려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부

정적인 시각도 다수 발견된다. 미계 이론가들에게 다수설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부정론은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일률적 기준 적용이 지역주민

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10) 특히 지방분권

10) 실제로 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자의와 재량을 축소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수준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중앙정부의 회계감사권한이 
지방정부의 존립을 좌우할 만큼 강력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다(Elcook,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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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한국의 맥락에서 지방분권은 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복지축소전략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기

도 한다(고혜진, 류연규, 안상훈, 2014, p.5). 지역 간의 재정력이나 경제

력에 따라 지역 간 복지지출의 격차가 높아져 복지수급의 질적·양적 차이

를 가져와 지역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함 진, 김경준, 김

성은, 이인수, 2012, p.20; 이인재, 2006, pp.300-302). 

이처럼 지방분권은 지역주민의 참여정도나 지방의회의 정치사회적 성

숙도 등의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상당한 향을 받으며, 지역의 재정여건 

등의 경제적 요인과 호환적으로 결합하면서 지역복지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모지환, 이중섭, 2010, p.50). 지역 착형 복지정책과 복지체감도 

제고라는 장점과 함께 지역재정력에 따른 지역 간 복지지출 격차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 중앙정부의 책임회피 및 복지축소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 복지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복

지 격차 또는 재정력에 따른 추진역량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

적 자원배분을 위한 다양한 안정장치가 필요하다(함 진, 김경준, 김성

은, 이인수, 2012, p.21). 

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 

지방분권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에 대한 역할은 크게 두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근거하여 지역의 

pp.45-46; 김정헌, 정현화, 2003, p.46에서 재인용). 미국에서 역시 복지예산을 주나 
지방정부에 이관시켰던 닉슨이나 레이건 대통령에 비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확대하
여 일률적인 복지수준을 설정했던 존슨이나 카터 대통령이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들며 지방분권이 주는 지역복지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Berman, 1984, pp.298-280; 김정헌, 정현화, 2003, p.4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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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적합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도록 사회복지사업을 실

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적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

자적으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여 지역사회

에 필요한 자체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김정헌, 정현

화, 2003, p.44). 이는 ‘중앙정부가 설계한 제도의 충실한 집행’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적 역할 뿐 아니라 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 강화, 자

원의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역할과 책임이 새롭게 요구되었

다고 할 수 있다(강혜규, 함 진, 권소일, 김지민, 오다은, 민진아, 2015, 

p.39).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설계한 복지제도의 지침을 준

수한 사업 집행,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재정 매칭,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한 관리 행정(급여 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 확인조사 등) 등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지방분권이라는 제도적 변화와 함께 복지욕

구의 다양화 및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기획, 제공,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능동적인 복지 제공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었다(강혜규, 함 진, 권소일, 김지민, 오다은, 민진아, 2015, 

pp.39-40). 이러한 복지 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체

적으로 운 되는 복지제도와 사업들의 가시적인 성장을 야기했다. 실제

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중앙정부의 복지지출이나 지방정

부의 총지출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으며,11)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

위에서 독립적으로 계획·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의 

숫자 역시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2) 

11)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연도별 사회복지비 비중을 살펴보면 중앙의 총 지출은 
6.3%, 중앙의 복지지출은 2.4%, 지방의 총 지출은 4.8% 증가한 반면 지방의 사회복지
비 지출은 9.3%로 큰 폭으로 증가하 다(김성주, 2014, p.5). 

12) 2015년 4월을 기준으로 ‘복지로’ 시스템(www.bokjiro.go.kr)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지
자체 자체 사업의 정부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결과 지자체 자체사업은 총 5,891개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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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은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의 1차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욕구를 보완하는 보충적(보완적) 속성과 함께 지

역의 특성을 반 해야하는 다양성이라는 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또한  

자체사업은 단순한 복지사업의 속성 뿐 아니라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형

성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의 경우 중

앙정부 복지사업의 부속적인 기능으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 욕

구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위한 고유 역을 확보하여 운 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강혜규, 함 진, 권소일, 김지민, 오다은, 민진아, 2015, 

pp.39-42). 

최근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유아 보육 등 복지제도의 변화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위기와 갈등이 증폭되었

다. 지방자치단체는 증가되는 지방비 마련을 위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

한 자체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13)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의 요체는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기획한 복지사업의 집행, 혹은 전달자로

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역과 내용을 가진 고유한 복지사업에 있

다.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집행과 고유한 자체 복지사업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질 때,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사회가 

진정한 복지의 실천 현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강혜규, 함

진, 권소일, 김지민, 오다은, 민진아, 2015, pp.39-42). 

악되었다(강혜규, 함 진, 권소일, 김지민, 오다은, 민진아,, 2015, pp.63-68). 2015년 
기준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사업(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제도 역 범주에 따라 사회보
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은 360개 다(강혜규, 강신욱, 박세경, 정경희, 권소일, 
김용득 등, 2015, pp.15-19). 

13) 중앙정부의 주요 복지 사업 변화에 따라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
체는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지방비를 마련하고 있다.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
의 규모는 2008년 42.6%에서 2012년 52.0%로 증가한 데 반해 자체사업의 규모는 
2008년 57.4%에서 2012년 48.0%로 감소하고 있다(김성주, 2014,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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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사회복지계획 

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의와 수립 원칙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1~2002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통해 15개 시군구에서 사회복지 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을 

시초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3년 7월 30일)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

었다. 2006년 1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 으며, 2차(2010년), 3차

(2014년) 복지계획이 수립되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이라는 일정 단위를 근거로 해당 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들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다(강혜규, 2003, p.77).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의 

복지욕구를 표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결집한 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만들

어 주민과 행정의 상호 협력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박태 , 2001, p.669). 즉,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계획으로서의 전략이자 지역사회복지를 실천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박태 , 2014, p.162; 정홍원, 2013, p.5). 지역

사회의 욕구 및 문제에 대한 분석,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자원 및 서

비스 공급체계의 설계 등 사회계획으로서의 의미와 주민참여, 서비스 제

공 및 지원 등 사회복지실천으로서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배은성, 이기 , 2013, p.190).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있어 오오하시 켄사쿠의 연구(2003)에서는 

다섯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 다. 첫째는 참여의 원칙이다.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주민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계획의 수

립·집행·평가 과정에서 주민과 사회복지협의체 등 지역복지활동 주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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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지역성의 원칙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역의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이어야 한다. 셋째는 과학성·객관성의 원칙이다. 지역 주민의 복

지욕구와 지역의 환경 및 자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황진단의 

결과를 근거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는 연속성 및 일관성의 원칙으

로 사후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계획과 집행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

지막으로 실천성의 원칙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계되는 모든 주체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단위에서 실현가능할 수 있는 복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정홍원, 최환(2014, pp. 20-21)은 통합성과 

협력성, 참여성이라는 세 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 는데, 통합성은 중앙

정부 차원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통합을 의미한다.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의 관련계획을 지역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협력성은 지방자치단

체와 민간복지기관과의 협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양한 민간복지기관과

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참여성이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지역주민과 지

역사회의 여러 복지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야 함을 말한다. 

이처럼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전까지 중앙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

천했던 일방적 관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복지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해나

가는 주민과 행정 간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배은성, 이기 , 2013,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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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과 및 한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성의 중시, 지역주민 및 단체의 참여 등 지역

사회와 관련한 문제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이재완, 2009, p.98). 또한 지방분권이라는 패러다

임의 변화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평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구성 및 운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수행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

다(함철호, 박태 , 이재완, 류만희, 김승용, 채현탁 등, 2013, p.258).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의 수요와 전망, 복지서비스의 공급대책, 복지

자원의 조달, 전달체계, 보건서비스와의 연계 등 지역사회의 복지를 전반

적으로 재점검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역복지계획을 수

립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역시 

중요한 성과로 꼽히기도 한다(김보 , 2014, pp.6-7). 

그럼에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된 현 시점에서 지역사회복

지계획에 대한 평가는 다소 회의적이다. 상당수의 연구에서 아직 지역사

회복지계획이 자리 잡지 못하 으며 형식적인 계획이라는 지적을 받거나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김보 , 2014, 

pp.7-8; 오정근, 2009, p.53; 정홍원, 최환, 2014. p.31). 연구에서 지

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한계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상의 문제와 

실천상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수립상의 과제로, 수립 주체와 관

련된 문제이다.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기

관의 용역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안혜 , 김 종, 정원오, 2007, pp.157-248; 박태 , 2009,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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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철호, 박태 , 이재완, 류만희, 김승용, 채현탁 등, 2013, p.257).14) 이

는 본래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

체의 역할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복지욕구나 자원조사가 형식

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계획의 내용 측면에서도 비전이나 사업이 지역 간

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구호성 계획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수립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조성숙, 2011, p.269; 이기 , 배은석, 

박해긍, 2007, p.249; 김보 , 2014, pp.7-8). 한편 계획의 실천상의 문

제로는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함철호, 박태  외, 2013, 

p.257; 강대선, 2012, p.159; 정홍원, 2013, p.6).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행함에 있어 활용성이 떨어짐에 따라 실행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이 되어버린

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15) 또한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는 

지역복지계획의 책임성 있는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김보

, 2014, p.12). 

2014년에 수행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1, 2기 계획의 한계

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반 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계

획 수립 및 계획의 실천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

다. 또한 시·도와 시·군·구의 역할을 구분하여 시·도의 독자적인 계획 수

립을 시도했으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복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 다(정홍원, 김보 , 이준 , 엄태 , 이소 , 이 범 등, 

14)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전체 시군구의 6.5%(15개 지역)만이, 제2기 계획에서는 
15%(36개 지역)만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기 계획을 위탁받
은 용역기관의 60%이상은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중복으로 위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안
혜 , 김 종, 정원오. 2007, pp.244-248; 김보 , 2014, p.8).

15) 실행계획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지역복지계획은 수립할 때만 열심이고 
인쇄되어 나오면 캐비넷 속에서 잠자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함철호, 박태  외, 
2013,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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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pp. 26-27). 물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전

적으로 주도하여 수립하기에는 역량이 미흡하며, 중앙정부의 지침과 매

뉴얼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그럼에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안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근거한 지역 고유의 복지사업을 계획, 운 할 수 있

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3. 관련 연구 동향

가. 지방분권 이후 사회복지 관련 연구 동향

지방분권 이후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3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이 제시되고 난 이후 급

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 역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한 연

구가 한 부분을 차지하며, 다른 한 부분으로는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복지비 지출, 재정의 자율성 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한 연구로는 법령 분석을 통

해 지방분권의 실태 및 한계를 파악한 윤찬 의 연구(2003),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제시한 박경숙(2003), 김헌진

(2008), 구인회, 양난주, 이원진(2009), 박병현, 박상미, 최은미, 고재수

(2015)의 연구가 있다. 지방분권 정책이 특정 지역 혹은 지역 내의 복지 

대상자에게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

적인 함의를 제시하기도 하 다(김정헌, 정현화, 2003; 이익섭, 김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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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한편 지방분권과 관련한 상당수의 논의들은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자

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예산 및 사업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어있

다. 많은 연구들은 인구,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비율, 재정자

립도, 재정자주도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지자체의 복지비 지출이나 

1인당 사회복지지출액, 관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등에 미친 향요인

을 탐색하고 있다(진재완, 2006; 박고운, 박병현, 2007; 이재완, 김교성, 

2007; 김미혜, 박은주, 김민경, 2009; 모지환, 이중섭, 2010; 김경준, 함

진, 이기동, 2013; 고혜진, 류연규, 안상훈, 2014; 조기태, 이시 , 

2014). 

최근에는 중앙복지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연구들이 증

가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을 구분하여 재정수요 확대에 대응

하는 방안을 마련한 윤 진의 연구(2013), 지방복지 재정 악화를 완화하

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연구(지은구, 2013),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김성주, 2013), 국고보조율

의 개편방안을 제시한 연구(이재원, 2015) 등이 있다. 

나.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연구 동향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제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

를 이루고 있다(강혜규, 2003; 이 철, 2005; 송정부, 2006; 이재완, 

2006; 박태 , 2009; 정홍원 등, 2013; 함철호, 박태 , 이재완, 류만희, 

채현탁, 김종건. 2013; 이준 , 2014; 김보 , 2014). 일부 연구에서는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도 하 으며(류기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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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 , 2006; 오정근, 2009; 강대선, 2012),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지

역사회복지계획과 유사한 제도를 운  중인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발전

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발견된다(류기형, 박병현, 이한옥, 2007; 유애정, 

김동화; 2013; 박태 , 2014).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있어 객관적인 기

초정보를 제공하는 욕구조사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한 연구

가 있다(김경호, 김대성, 2010; 배은석, 2013; 이소 , 2014). 이들 연구

에서는 욕구조사의 형식성과 조사방법의 부적절성 등을 논의하 다. 또

한 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의 형식적인 주민참여 실태와 참여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 는데, 단순한 설문조사의 참여를 넘어(박태 , 

2007) 다양한 주민참여기제를 활용해야 함을 제안하 다(류기형, 박병

현, 이한옥, 2007; 조성숙, 2012). 한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과정에

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평가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

기도 하 다(김헌진, 2006; 엄태  2014). 그 밖에 계획의 수립시기와 실

행정도에 관련된 문제(이재완, 2009), 논리구성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강

대선, 2012) 등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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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분석 대상 및 방법

  1. 분석 자료

본 장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그에 포함된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두 측면의 검토를 의미한다. 첫째, 지역사

회복지계획의 실효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수립된 연차별 시

행계획을 본 계획과 비교하여 얼마나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혹은 변경된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여건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지자체의 지역복지에 대한 주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을 분석하여, 지자체가 얼마나 재량적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를 고려

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2010년 시

도 및 시군구에서 작성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고서’이다. 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의 중기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하 본

문에서는 ‘제2기 본 계획’으로 통칭한다. 두 번째로는 2014년 시도 및 시

군구에서 작성한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보고서’이다. 이는 

제2기 본 계획의 운 을 연차별로 작성한 계획서로서 제2기 본 계획의 마

지막 해인 2014년의 연차별 보고서에 해당한다.

분석에 활용한 제2기 본 계획과 2014년 연차별계획 보고서는 보건복

지부에서 기획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시도 및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작성

하여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제2기 본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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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6) 각 지자체에서 작성한 계획서 내용은 작성 과정 중 사업구분 

오류나 누락 등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연구진 판단으

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급적 계획서에 기재된 내

용을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 음을 밝혀 둔다.17)

제2절 및 제3절의 분석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제2기 지

역사회복지계획(본 계획)과 201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료를 검토하

여 활용하 다. 제4절의 분석에서는 2014년도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서

에 제시된 자체사업 자료를 활용하 다.

  2. 분석 대상 지역 

연구의 분석 대상 지역은 시도 분석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 다.18) 또한 광역시와 도의 특성이 상이

한 만큼 이를 구분하여 분석, 제시하 다. 

한편 시군구 분석에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015년에 실시된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 

50개19) 시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 다.20) 시군구 분석에 있어 모든 기

초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경우,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 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그 결과로부터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하는 

16)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참조
17) 예산 분석과정에서 발견된 명백한 오류(예, 백만원 단위를 천원 단위로 제시 등)는 확인

을 거쳐 수정, 분석하 다.
18)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제2기 본 계획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제외하 다. 
19)  제3절 자체평가 분석에서는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 G 남구와 P시를 제외한 48개의 시군구만 

분석에 포함하 다.
20)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및 결과 평가를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하도록 하 다. 이 
때 각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우수지역의 수는 지역별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적
으로 제시하 으며, 총 추천 지역은 50개 시군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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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어렵다고 판단하 다. 아직까지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지역의 자체복지사업 개발 실적이 미진한 지역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는 것 보다는 

비교적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앙정부의 보편적인 복지사업과 달리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어떠

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기초로 향후 지역사회복

지(보장)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므로, 아직까지 

지역사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지역보다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광역자치단체가 우수지역으로 추천한 50개 기초자치단체의 구체적

인 현황은 〈표 3-1-1〉과 같다. 본문에서는 지역명을 알파벳으로 대체하

여 제시하 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서울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등포구, 중랑구 
부산  사상구, 수 구, 도구 
대구  남구, 수성구
인천  서구, 연수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울산  남구
경기  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양평군
강원  강릉시, 원주시, 고성군, 인제군 
충북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충남  논산시, 당진시, 홍성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남  목포시, 순천시, 암군, 화순군, 해남군 
경북  경주시, 구미시, 울진군, 의성군, 칠곡군 
경남  사천시, 양산시, 거창군, 산청군 
제주  제주시

〈표 3-1-1〉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우수자치단체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우수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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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석 대상 사업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복지

사업을 운 하고 있는지, 이를 위하여 적합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의 자체 복지사업(혹은 지역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21)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사업의 구분은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으로 나뉜

다. 보편사업이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 되는 사업을 의미하며, 지

역사업이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불리

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으로 구성되는데(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국고보조에 의한 중앙정부 

사업인 보조사업은 보편사업으로, 국고보조 없이 지자체 재원으로만 운

되는 사업은 지역사업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보편사업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의 사업 대상과 내용을 결정하고, 지자체는 그 기준

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여 운 하는 형태로서 지자체의 자발적이며 독자

적인 복지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지역사업은 어떠한 의무나 강

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이

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복지 노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어떠한 복지사업을 계

획하고,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지역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의미 있다 하

겠다.

21) 시도의 신규·변경·폐지 사업 분석에서는 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편사업도 포함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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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일관성

본 절에서는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본 계획에서 수립한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내용 분석을 실시하 다. 이는 

시군구 계획과 시도 계획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먼저 2014년도 연차별 계획의 사업 변경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역별 

변경 사유를 중심으로 그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 다. 4년간의 장기계획

이 당해년도에 어느 정도 유지되고 변경되었는지, 변경되었다면 그 이유

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분석결과들이 축적되면 향후 장기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용

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22)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사업 변동에 대한 해석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

요하다는 사실이다. 사업의 신설·변경·폐지가 이루어진 상황과 사유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동 비율이 낮다

는 것은 본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정책 환경을 반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변동이 많다는 것은 본 계획 수립이 장기 계획으로 부적절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사업을 운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다. 물론 본 계획에서 수립한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일부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적정한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

렵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방식으

로 변경했는가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에서는 변동의 절차 

22) 본 분석은 2010년에 수립한 제2기 본 계획(2011~2014년)과 제2기 본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4년의 연차별 계획을 비교한 결과만 포함하 다. 따라서 2011, 2012, 2013
년의 연차별 계획에서 제시한 제2기 본 계획의 사업변화는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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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유를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이

러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우 간단한 형식으로 변동 사유를 정리하 으며, 

전년도 대비 증감 현황만을 단순하게 제시하거나, 신규·변경·폐지 사업

에 대한 내역을 아예 작성하지 않은 지역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분석

에서 제시한 변동의 수치는 현실을 확인하고 가늠하는 수준에서 이해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계획 분석을 위해 사업 유형을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에 제시된 9개 역을 활용하되 본 분석에 맞

게 일부 수정23)하여 ① 저소득층, ② 노인, ③ 장애인, ④ 아동･청소년, ⑤ 

여성･가족, ⑥ 보건의료 ⑦ 지역복지, ⑧ 지역특화(다문화, 노숙인 등)의 

8개 역으로 구분하 다. 그리고 연차별 계획의 변경 현황 분석을 위해 

사업변경 구분을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에 제시된 사업변경 구분 기준

인 폐지, 중지, 확대, 축소, 내용변화, 신설의 6가지 역24)을 활용하되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하 다. 본 연구에서는 ① 사업 폐지는 매뉴얼

에 제시된 폐지와 중지를 포함하 고, ② 사업 변경은 확대, 축소, 내용변

화를 포함하 으며, ③ 사업 신설은 신설인 경우로 설정하 다. 

2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매뉴얼에 제시된 사업 역은 ① 저소득, ② 노인, ③ 장애인, ④ 아
동청소년, ⑤ 여성가족, ⑥ 다문화, ⑦ 지역사회복지, ⑧ 보건의료, ⑨ 기타의 9개의 
역으로서, 본 분석에서는 다문화와 기타 역을 합하여 ‘지역특화’ 역으로 구분하 다.

24)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 상 사업 변경구분 작성 기준은 ① 폐지: 해당연도 이후 시행하
지 않음 ② 중지: 해당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음 ③ 확대: 동일목적으로 시행되나 사업규
모가 증대됨 ④ 축소: 동일목적으로 시행되나 사업규모가 줄어듦 ⑤ 내용변화: 추진 방
식의 변화 ⑥ 신설: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새롭게 추진됨 
등 6개 기준으로 구분하 다(보건복지부, 2014). 



제3장 제2기 본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분석 57

  1.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가. 영역별 변경 현황  

각 시군구의 연차별 계획이 당초 본 계획에서 설정한 사업을 어느 정도 

유지, 반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의 변경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적인 사업 변경 현황을 검토하고, 변경 사유 

및 그 내용을 분석하 다. 

전체적으로 2014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사업 변경 현황을 분

석한 결과(표 3-2-1 참조), 분석 대상인 50개 시군구 지역사업의 신규·

변경·폐지 사업은 총 515개로 제2기 본 계획의 지역사업(총 1,857개)과 

비교하면 사업 변경률이 2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변

경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폐지사업은 총 226개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12.2%로 나타났고, 변경사업은 총 153개로 8.2%, 신규사업이 총 136개

로 본 계획 대비 7.3% 다.

각  사업 역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역은 18.9%(50개), 아동·청소

년 역은 39.3%(119개), 노인 역은 32.2%(95개), 장애인 역은 

26.3%(73개), 여성･보육･가족 역은 29.6%(94개), 보건의료 역은 

12.7%(13개), 지역복지 역은 15.7%(37개), 지역특화 역은 50.7%(34

개)가 신규･변경･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역별 사업변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업 수가 가장 적은 지역특화 

역을 제외하면 아동청소년 역의 사업 변경률이 39.3%로 가장 높았

고, 이어 노인 역, 여성·보육·가족 순으로 상위 3순위 역들이 모두 약 

30%대로 상당한 사업 변경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역은 사업 폐지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2순위 노인 역에 비교해 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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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총 건수는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폐지 비율은 약 1.6배 가

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장애인, 저소득, 지역복지, 보건의료 

역들도 10~20%대 가까운 변경률을 보 다.  

〈표 3-2-1〉 시군구의 사업영역별 지역사업 변경 현황

(단위: 개, %)

영역
2기

본 계획 
사업 수1)

2014년 
연차별 계획 

사업 수2)

신규·변경·폐지 사업 수

계3) 신규 변경 폐지

저소득
264

(100.0)
241

50
(18.9)

17 13 20

아동･청소년
303

(100.0)
286

119
(39.3)

21 38 60

노인
295

(100.0)
243

95
(32.2)

32 26 37

장애인
272

(100.0)
236

73
(26.3)

23 25 25

여성･보육･가족
318

(100.0)
321

94
(29.6)

22 36 36

보건의료
102

(100.0)
44

13
(12.7)

2 2 9

지역복지
236

(100.0)
268

37
(15.7)

14 8 15

지역특화
67

(100.0)
56

34
(50.7)

5 5 24

계
1,857
(100.0)

1.695
515

(27.7)
136
(7.3)

153
(8.2)

226
(12.2)

주: 1) 2기 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지역사업 총 건수(50개 시군구 기준)  
     2) 2014년 연차별 지역사업 총 건수(50개 시군구 기준)
     3) (2014년 신규·변경·폐지 지역사업 총 건수/본 계획 지역사업 총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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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역별 변경 사유 분석

연차별 계획의 사업 변경에 있어 그 사유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변경 내용을 근거로, 변경 사유를 크게 7가지로 범주

화하 다. 구체적인 각 변경 사유는 ① 수요 변화, ② 환경 변화(상·하위

계획 변경, 전달체계 변경, 예산 변경), ③ 민관 협의, ④ 목표 달성, ⑤ 사

업통폐합·이전(사업중복, 타사업통합, 사업이전･기타), ⑥ 근거 불확실

(미시행･시행불가, 사업명･사업내용 단순변경, 단순신설), ⑦ 기타 사유

이다. 

각 사업변경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

요 변화는 복지욕구의 변화나 새로운 욕구 반 , 수요 증감 등이 포함되

었다. 둘째, 환경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상·하위계획 변경은 

법･조례, 제도, 정책, 지침 등이 포함되었고 전달체계 변경은 조직구축, 

조직개편으로 인한 중복이나 부재 등의 사유가 해당되며 예산 변경은 예

산확보와 관련하여 공공 및 민간의 예산 증액, 축소 등을 포함한다. 셋째, 

민관 협의의 사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민간기관간 협의에 의한 사업 

변경과 관련된다. 넷째, 목표 달성은 계획된 사업의 완료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복지인프라 건립 완공이나 프로그램 확대 완료 등이 포함되었

다. 다섯째, 사업통폐합·이전의 사유는 크게 사업의 중복, 타 사업에 통

합, 사업 이전･기타 사유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사업 중복 사유는 타 사

업과 기능 및 내용 중복 등으로 인한 변경의 경우가 해당되고 타 사업 통

합은 타 사업과의 병행 혹은 통합에 따른 변경으로 설정하 다. 사업이

전･기타는 사업 중복 및 타 사업 병행 이외의 기타 사유로 사업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 여섯째 변경 사유로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가 해당되는

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먼저 미시행･시행불가는 주로 지자체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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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유를 단순히 사업 미시행과 시행불가로 기재한 경우가 해당되며, 사

업명･사업내용 단순 변경은 사업명칭, 추진방식이나 내용을 미미하게 변

경한 경우를 포함하 고, 단순 신설은 사업변경 근거 없이 신규사업으로

만 단순히 기술한 경우가 해당된다. 기타 사유로는 계획서 작성에서 누

락, 장기계획으로 전환, 연계성 부족, 기타 사유 등으로 작성한 경우가 포

함되었다.   

〈표 3-2-2〉 시군구의 영역별 사업 변경의 사유

(단위: 개, %)

수요
변화

환경변화

민관
협의

목표
달성

사업통폐합･이전 근거 불확실

기타 계상하위
계획

전달
체계

예산 중복 병행
이전
･

기타

미
시행

단순
변경

단순
신설

저소득 10 6 3 6 4 2 5 1 3 4 1 3 2
50

(9.7)

아동
･청소년

12 5 3 22 3 6 9 15 1 9 7 15 12
119

(23.1)

노인 16 4 2 11 2 6 8 7 3 14 2 19 1
95

(18.4)

장애인 26 4 2 12 2 5 4 4 - 2 2 3 7
73

(14.2)

여성･보
육･가족

14 9 1 15 1 3 7 13 5 5 3 17 1
94

(18.3)

보건
의료

1 1 - - 1 1 2 1 - 4 - - 2
13

(2.5)

지역
복지

2 2 1 6 6 5 2 2 2 - - 6 3
37

(7.2)

지역
특화

3 2 - 4 3 3 4 6 1 2 4 1 1
34

(6.6)

계 84 33 12 76 22 31 41 49 15 40 19 64 29 515

(%) (16.3) (6.4) (2.3) (14.8) (4.3) (6.0) (8.0) (9.5) (2.9) (7.8) (3.7) (12.4) (5.6) (100.0)

각 사업 변경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요 변화 사유는 16.3%(84건), 환경 변화 사유 중 상･하위계획 변

경은 6.4%(33건), 전달체계 변경은 2.3%(12건), 예산 변경은 1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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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관협의 사유는 4.3%(22건), 목표달성 사유는 

6.0%(31건), 사업 통폐합･이전 사유 중 사업 중복은 8.0%(41건), 타사업

과병행은 9.5%(49건), 기타 이전사유는 2.9%(15건)으로 나타났으며, 근

거불확실 사유로는 미시행･시행불가가 7.8%(40건), 사업명･내용 단순변

경 3.7%(19건), 단순신설 12.4%(64건), 기타 사유가 5.6%(29건)으로 나

타났다. 

사업 변경 사유 중 미시행･시행불가, 사업명･내용 단순변경, 단순신설

을 포함하는 근거불확실의 사유가 전체 변경사업 중 총 23.9%(12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근거불확실의 사유는 본 계획과 연차

별 계획의 연계성 측면에서 사업변경의 타당성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초

래한다. 더불어 사업통폐합･이전 사유도 전체 사업 변경에서 총 

20.4%(105건)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의 유사･중복으로 

인한 변경 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사유는 수요 변화 

사유(84건), 예산상 사유(76건), 단순 신설(64건 순) 등이었다. 

다음 〈표 3-2-3〉 에서는 각 사업의 변경 유형별로 변경 사유를 살펴보

았다. 사업 신설을 의미하는 신규사업은 총 515건의 사업 중 26.4%(136

건)을 차지하 고, 사업 변경은 29.7%(153건), 사업 폐지는 43.9%(226

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 사유를 변경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업 신설의 경우, 

단순신설 사유로 기재한 경우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요 변화 사

유가 44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 변경은 예산상 사유로 변경된 경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요변화 사유가 30건, 타사업과의 병행이 23건, 

사업명･내용 단순변경이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 폐지의 경우, 

예산상 사유가 43건, 미시행･시행불가 사유 42건으로 사업폐지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다. 사업중복으로 인한 통폐합도 38건으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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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타사업과 병행으로 인한 사업 변경도 28건에 달

했다.

〈표 3-2-3〉 시군구 사업변경 유형별 사유

(단위: 개, %)

수요
변화

환경변화
민관
협의

목표
달성

사업통폐합･이전 근거 불확실

기타 계
상하위
계획

전달
체계

예산 중복 병행
이전･
기타

미
시행

단순
변경

단순
신설

신규 44 5 2 0 13 1 0 2 1 0 0 64 4
136

(26.4)

변경 30 15 4 33 7 7 3 23 0 0 22 0 9
153

(29.7)

폐지 10 13 6 43 2 23 38 28 10 42 1 0 10
226

(43.9)

계 84 33 12 76 22 31 41 53 11 42 23 64 23
515

(100.0)

다. 변경 및 폐지 사업 현황

  1) 변경 및 폐지 사업 사유 분석

다음으로는 연차별 계획 중 신규사업을 제외한 변경 및 폐지된 사업만

을 중심으로 하여 사업 역별 변경 사유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3-2-4〉 에서와 같이 8개 역별로 단순신설을 제외한 각각 다양한 변경 

사유에 의해 사업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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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시군구 영역별 사업 변경 및 폐지 사유

(단위: 개, %)

수요
변화

환경변화
민관
협의

목표
달성

사업통폐합･이전 근거 불확실

기타 계
상하위
계획

전달
체계

예산 중복 병행
이전･
기타

미
시행

단순
변경

저소득 3 6 1 6 - 2 5 1 3 4 1 1
33

(8.7)

아동
･청소년

9 5 3 22 2 6 9 15 1 9 7 10
98

(25.9)

노인 7 2 2 11 2 6 8 7 2 14 2 -
63

(16.6)

장애인 9 3 2 12 1 4 4 4 - 2 2 7
50

(13.2)

여성･
보육･가족

12 7 1 15 1 3 7 13 5 5 3 -
72

(19.0)

보건
의료

- 1 - - - 1 2 1 - 4 - 2
11

(2.9)

지역
복지

- 2 1 6 - 5 2 2 2 - - 3
23

(6.1)

지역
특화

- 2 - 4 3 3 4 6 - 2 4 1
29

(7.7)

계 40 28 10 76 9 30 41 49 13 40 19 24 379

(%) (10.6) (7.4) (2.6) (20.1) (2.4) (7.9) (10.8) (12.9) (3.4) (10.6) (5.0) (6.3) (100.0)

각 역별로 변경 및 폐지된 사업 현황을 보면, 총 379건의 변경 사업 

중 저소득층 역이 8.7%(33건)을 차지했고, 아동청소년 역이 

25.9%(98건), 노인 역이 16.6%(63건), 장애인 역이 13.2%(50건), 

여성･보육･가족 역이 19.0%(72건), 보건의료 역이 2.9%(11건), 지

역복지 역이 6.1%(23건), 지역특화 역이 7.7%(29건)로 사업이 변경

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역별로 사업 변경의 사유가 다소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데, 주요 사업 변경 사유로는 예산상 사유, 타사업

과 병행, 사업 중복, 미시행･시행불가 사유 순으로 상위 4순위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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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역별로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살펴보았다. 저소득층 역의 

경우, 상하위 계획 변경과 예산상 변경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사

업중복 5건, 타사업과 병행 3건, 기타 사업이전 3건 등 유사중복으로 인

한 사업통폐합･이전 사유를 합하면 총 9건으로 높은 비중이었다. 아동･
청소년 역의 경우, 예산상 사유가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사업중복 9

건, 타사업과 병행 15건, 기타 사업이전 1건 등 사업통폐합･이전 사유를 

합하면 총 25건으로 예산 사유보다 많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이 아동･청소년 역의 경우 근거불확실에 해당하는 미시행･시행불가 9

건과 사업명･내용 단순변경도 7건을 합치면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노인 역의 경우, 사업미시행･시행 불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산상 사유가 11건으로 나타났다. 노인 역에서도 사업통폐합･이

전 사유를 모두 합치면 총 17건으로 가장 높은 사업 변경 사유로 나타났

다. 장애인 역의 경우, 주요 변경 사유로 예산상 사유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요 변화가 9건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육･가족 

역의 경우, 예산상 사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통폐합･이전 사유

를 모두 합하면 총 25건으로 이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보건의료의 경우, 미시행･시행불가 사유가 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사업통폐합･이전 사유가 총 3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복지 

역의 경우, 예산상 사유가 6건, 사업통폐합･이전 사유를 합쳐 총 6건으로 

나타났으며, 목표달성 사유가 5건으로 제시되었다. 지역특화 역은 사

업중복 4건, 타사업병행 6건으로 사업통폐합･이전 사유가 총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명･내용 단순변경 4건, 예산사유 4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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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역별 변경 및 폐지 사업 내용

(1) 저소득 영역

2014년 연차별 계획서에서 저소득 역의 사업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주요 변경 사유 중 사업 통･폐합･이전 사유가 9건으로 두드러졌는데, 이

는 지자체의 타 부서나 민간기관의 취약계층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긴급구호 등의 저소득층 지원과 사업 유사성과 기능 중복으로 실효성이 

낮아져 사업이 변경되거나 통･폐합되는 경우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의 

유사･중복 사유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차별 계획 수립 시 지역 내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의 참여를 통한 긴 한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

라 볼 수 있다. 

〈표 3-2-5〉 시군구 저소득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사업통폐합･이전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C s구
홀로 사는 취약계층 문
안제 운

폐지 복지과 노인부문 세부사업과 중복

G g구
g구 복지사각지대  주민
신고센터 설치운

폐지 희망복지지원단과 기능중복으로 폐지

J ag시 긴급구호 확대 변경
긴급복지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
업과 중복 제도로 실효성 없음

N n시
저소득가구 구임대아
파트 입주대기자 추천

변경

임대주택의 모집 및 관리 등 모든 업무가 
2013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
진함에 따라 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 
추천으로 사업 변경

다음으로는 상･하위 계획 변경에 의한 경우가 많았는데, 주로 주민 생

활안정지금 융자액 상향 조정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이나 정부 긴급복

지제도 확대로 인해 응급구호비 감액 사례, 국가정책 방향에 따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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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추가, 전담인력 증원 계획을 변경하

나 폐지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저소득층 역의 경우 기초복지 역으

로 국가복지정책의 향이 지대할 수 있겠으나, q구의 주민생활안정기금

의 조례 개정 사례처럼 시군구 단위에서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기초 복

지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표 3-2-6〉 시군구 저소득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상하위계획 변경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A q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용 

변경
조례일부개정(2013.10.1)을 통한 융자한
도액 상향조정

C s구 저소득층 응급구호비 지원 변경 긴급복지지원 확대로 인한 예산감액

A at구
저소득층 주거환경실태
조사 실시 

폐지
보건복지부, A시 등에서 저소득층 욕구조
사를 기실시 

B r구
저소득층 일자리지원 연
계창구 운

변경

수행 주체를 자활담당공무원에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로 내용 변경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이 국
가보조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배치된 자
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전문적인 상담 및 사
례관리 강화로 일자리를 연계하도록 변경

E e구 자활지원전담인력 증원 폐지 중앙정부의 증원방침이 없음

J ag시 자활센터 기능 확대 폐지
복지부 정책이 취업 위주로 방향 전환되
어 자활센터 추가 불필요

〈표 3-2-7〉에서는 예산 변경으로 인한 사업 변경 내용으로서, 저소득

층 보험료 지원 사업처럼 사업량 증가로 예산이 증액되거나 아예 예산 미

확보(미편성)로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가 다수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사업의 안정적 운 과 수립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확

보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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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시군구 저소득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예산 변경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C s구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사업
변경
(확대)

사업량 증가로 인한 예산 증액

A a구
사각지대 저소득층 식사
지원

폐지
민간복지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비
예산사업상 추진에 한계 있어 폐지

C s구 사이버교육 지원 폐지 예산 미편성

G g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폐지 예산 미확보로 사업폐지

한편 사업 자체의 미시행이나 사업 효과성 미비로 인한 사업의 축소, 

폐지 사유가 빈번히 확인되었다. 이처럼 사업 자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근거 없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실행의 의미를 

퇴색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부득이한 예산 사유로 계

획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사업변경과 관련한 충분한 과정평가와 대

안 마련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표 3-2-8〉 시군구 저소득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미시행 및 시행불가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A q구
기초수급중지세대 자활
반올림사업

폐지　 사업 효과성 미비로 사업 폐지　

A at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효율화 폐지 기존 사업의 미시행, 축소 등으로 불필요 

N aw군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
려금

폐지 시행계획을 세웠으나 시행되지 않음

N aw군 집수리사업단 운 지원 폐지 시행계획을 세웠으나 시행되지 않음

N aw군 지역자활센터 운  활성화 폐지 시행계획을 세웠으나 시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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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청소년 영역

시구군의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아동･청소년 역의 사업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우선 타사업과의 중복과 유사성으로 통･폐합된 경우가 25건으

로 가장 많았다. 주로 지역 청소년 사업, 청소년기관의 프로그램에 편입

되거나 청소년 관련 타사업과 기능 중복으로 폐지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

어 청소년 지킴이 순찰단, 청소년 자치센터 운 , 청소년 위기개입프로그

램, 청소년 동아리 지원, 초등학교 CCTV 유지관리, 남자쉼터 건립 등이 

해당된다. 

〈표 3-2-9〉 시군구 아동･청소년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사업통폐합･이전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A q구 꿈나무지킴이 순찰단 운  변경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사업으로 편입

A q구
청소년 참여 자치센터 
운

변경 구립 유스센터 자체 운 프로그램

A q구
청소년위기개입  프로그
램 푸르미 운

변경 q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체사업으로 편입

O o군
학업스트레스 해소를 위
한 놀이문화 확대

변경 타사업과 병행 실시(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A ac구
초등학교 주변 CCTV 
유지관리

폐지 2013년부터 CCTV통합관제센터 이관

C s구 보육관련 부모교육 강화 폐지 어린이집 부모교육과의 중복

N n시 남자쉼터 건립 폐지 현재 관내 도 남자 단기쉼터가 있음

아동･청소년 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업변경 사유는 예산상의 사유

로 나타났다. 〈표 3-2-10〉에서 보면 대체로 시도비 확보가 어려웠거나 

시의회 미승인 등의 사유로 사업이 축소변경되는 경우로 나타났는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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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역은 사업비 확대 편성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었다. 아동범

죄 관련 보호체계 구축, 요보호아동실태조사, 거리청소년 사례관리 및 아

웃리치 전담인력 배치, 중고등학교 조식 지원 등의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변경･폐지된 반면, 지역아동센터 예체능 활동 강화 사업은 도비 확보로 

사업이 확대되기도 하 다.  

〈표 3-2-10〉 시군구 아동･청소년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예산 변경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A at구
아동범죄 관한 보호체계 
구축

폐지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시비예산지원 없음

A at구 요보호아동실태조사 폐지 예산 미반

H ae시
거리청소년 사례관리 및 
아웃리치 전담인력배치

변경
시의회 예산 미승인으로 사업 축소 및 
“거리청소년 사례관리 및 아웃리치 강화”
로 명칭 변경

J ag시 중･고등학교 조식지원 변경
학교운 상(인건비, 식재료비 등) 조식지
원은 확대가 힘들 것으로 협의되어 친환
경급식 제공으로 변경

H au시
지역아동센터 예체능 활
동 강화

변경
(확대)

도비 확보와 사업비 확대

또한 아동･청소년 역에서도 사업의 미시행이나 사업의 효과성 미비

로 사업이 변경･폐지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표 3-2-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업의 미시행의 경우, 주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건립, 전문인력 

양성, 조례제정 등 청소년 인프라 기반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사업 

효과성 미비로 인한 사업 변경은 청소년 성년축하 메시지 전달이나 청소

년 주장발표 대회, 청소년예술축제 등의 일회성 행사 사업으로 예산에 비

해 사업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폐지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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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시군구 아동･청소년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미시행 및 시행불가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A q구 학교파견 자원상담원 양성 폐지 미 추진

A at구 일시보호시설 설립 폐지 사업 미시행

N n시
지역아동센터 종합센터 
신설

변경 장기계획으로 전환

J ag시
도심형 청소년복지, 문
화지원센터 건립

폐지 사업 삭제

J ag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정

폐지 사업 삭제

A q구 성년의날 축하메세지 전달 폐지 사업효과 저조

J j군　 청소년 주장발표 대회 폐지
관내 해당사업을 위탁수행할 청소년 유관
기관･단체가 부재하며, 투입예산에 비하
여 성과가 저조한 행사이므로 폐지

M av군 청소년 예술축제 폐지
청소년축제가 일과성 행사로 보다 일단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

다음으로 수요 변화에 따른 사업변경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타 프로

그램 선호도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 사업이 축소･폐지되기도 하는 한편 

해당 프로그램의 수요 증가로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구체적

인 사업으로는 청소년가요제, 드림스타트 교과 체험활동, 가족 주말체험 

프로그램 등은 수요자 감소로 축소･폐지된 반면, 아동청소년 시설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은 수요 증가로 사업이 확대된 경우이다.   

또 다른 사유로 상하위계획 변경에 따른 변화도 발생했는데, 〈표 

3-2-13〉에서 보면, 주로 학교교육 정책 변경이나 시의회 심의와 관련하

여 사업이 변경된 경우가 해당된다. 그 예로 청소년수련원 운  사업이 

방과후 수업 확대 정책으로 수요가 감소되어 축소되기도 하고, 학교밖청

소년 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경우, 시의회 심의로 시설인프라 확충에서 프

로그램 지원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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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 시군구 아동･청소년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수요 변화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A q구 꿈나무청소년가요제 폐지 수요자 감소

D t구
드림스타트 교과연계 체
험활동 사업

축소
초등학생 대상이 아닌 가족형 프로그램 
선호도 및 필요도가 증가하여 가족캠프 
등 신규 프로그램 추진에 따라 축소

M z시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체
험 프로그램

폐지
주 5일제 수업의 정착화로 가족단위 여행 
증가, 신청률 저조

H au시 시설종사자 역량 강화
변경
(확대)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확대

〈표 3-2-13〉 시군구 아동･청소년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상하위계획 변경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C s구 청소년수련원 운  사업
변경
(축소)

학교교육정책(방과후수업 확대 등)에 따른 
수요 감소

H ae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변경
시의회 심의시 삭제에 따른 “학교밖 청소
년 지원”으로 변경

L ai군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
비, 수학여행비, 통학교
통비 지원

변경
(축소)

확인조사 및 지침변경에 따른 저소득층 
변동 

M aq시 아동보호전문기관운 폐지
기존 시 지급 운 비를 도에서 각 지자체
별로 고지서를 발급하여 지자체 부담금을 
수령하여 도에서 일괄 지급

아동청소년 역에서는 사업구분을 일반(보편)사업에서 핵심(지역)사

업으로 상호 전환하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전환의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

려웠다. 청소년지원센터 상담공간 확보 사업은 목적 달성에 따라 사업내

용을 상담업무 활성화로 변경하여 지역사업에서 보편사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 밖에 사업명을 단순하게 변경하거나 일부 관할 부처의 조직개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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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사업 변경, 사업완료에 따른 목표달성으로 인한 사업폐지 사례들

이 확인되었다.

  

〈표 3-2-14〉 시군구 아동･청소년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기타(사업구분 변화)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M m군 아동청소년 문화행사 지원
변경
(축소)

일반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통합

N n시
청소년지원센터 상담 및 
업무공간 확보

변경
꾸준한 개보수를 통해 상담 및 업무 공간 
확보됨. 추진방식 전환(상담업무 활성화 
→보편사업)

〈표 3-2-15〉 시군구 아동･청소년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사업명 변경･기타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D d구 아동권리신장 교육 변경 아동학대예방교육으로 내용 변화

N aw군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 변경 청소년센터운 으로 추진방식 변화

L l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진
지 견학(역량 강화 지원
으로 변경) 

변경
워크숍 등을 통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역
량강화 사업으로 변경추진

N n시
아동·청소년기관 실무자 
사례회의  운

폐지
아동·청소년계 분리, 아동·보육계 신설 
등에 따라 사례회의 운 방식 재검토 필
요(조직개편)

(3) 노인 영역

노인 역의 사업 변경 사유를 보면, 사업통폐합･이전 사유로 인한 변

경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미시행･시행불가가 14건, 예산상 사유

가 11건 순으로 많았다. 그 외 수요 변화로 인한 변경이 7건, 목표달성이 

6건으로 나타났고, 상하위계획 변화, 전달체계 변화, 민관협의에 의한 변

경이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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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역의 사업 변경 사유로는 사업통폐합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노

인관련 타사업과의 유사성과 사업 중복으로 변경･폐지된 것으로 나타났

다. 그 예로 차상위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

원 사업내용과 유사하여 통합되었고, 통합복지관리시스템 구축은 독거노

인 one-stop 지원사업에 통폐합되었고, 어르신 일터 제공 강화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굶는 노인 발굴 및 

지원사업은 경로당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사업과 중복되는 등 타사업과 중

복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6〉 시군구 노인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사업통폐합･이전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A q구
차상위 노인가구 건강보
험료 지원

변경
저소득분야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통폐합

O o군 통합복지관리 시스템 구축 변경
타사업(독거노인 one-stop 지원사업)과 
병행실시

O o군 어르신 일터제공 강화 변경 타사업과 병행 실시(노인일자리사업 등)

H au시 굶는 노인 발굴 및 지원 폐지
경로당 무료급식,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
달사업과 중복 사업으로 현재 도비를 지
원받아 추진 중이며, 굶는 노인 발굴 지속

N n시
예비노인 노후설계 교육
사업

폐지
국민연금관리공단 n지사에서 시행하는 사
업으로 중복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향후 추이에 따른 여부 결정

N ar군
베이비붐 50대 노후설계 
교육사업

폐지 타사업과 중복

다음은 미시행과 효과성 저조로 인한 사업 변경으로 우선 사업 미시행

의 경우는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 ,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 실버 인

재관리센터 기능 확대 사업 등이 해당되며, 효과성 저조로 인한 사업 변

경의 경우, 경로당 훈장교실 운  지원이나 경로당 1촌 맺기 사업 등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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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미시행과 효과성 저조에 따른 사업 변경은 충분

한 타당성 검토와 중장기 계획 방향에 따른 충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

리라 본다. 

〈표 3-2-17〉 시군구 노인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미시행･시행불가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C s구
홀로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

폐지 사업 폐지

J w시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 폐지
2012년, 2013년 지원실적이 없고 지원시 
대규모 시설보수 지원이 곤란

J ag시
실버 인재관리센터 기능 
확대

폐지 사업 삭제

J ag시
남부권역 노인복지회관 
접근성 강화

폐지 시행 불가로 추진이 어려움

C s구
경로당 훈장교실운 지
원 사업

폐지 효과성 미비로 사업폐지

C s구 경로당 1촌맺기 사업 폐지 효과성 미비로 사업폐지

노인 역에서의 예산 변경에 따른 사업 변경은 3순위로 나타났는데, 

노인 관련 지원 사업이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축소, 확대, 폐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들의 예를 보면, 대한노인회 지원, 장수연금 지급, 

노인교실운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이 예산 삭감 및 예산 미확보로 

변경폐지되는 경우로 나타났다. 한편 경로당 개보수 지원, 경로당 환경개

선 및 우수프로그램 보급 사업 등은 경로당 증가로 예산이 확대되는 경우

이다. 

노인 역에서의 수요 변화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 수요, 노인 욕구 

변화나 지역특성과 연관되어 사업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9〉 에 제시된 사례로 노인정보화 사업은 신청하는 경로당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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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축소되었고, 노-노 케어 홈케어 사업의 경우도 사업 참여자와 수혜자 

부족으로 폐지된 반면, 경로당 활성화 지원은 이용 노인의 서비스 질 향

상 욕구에 따라 확대되었고,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건강관리사업도 노인 

수요 증가에 따라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8〉 시군구 노인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예산 변경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A ac구 대한노인회 지원 사업 폐지 예산 삭감으로 축소

E e구 장수연금 지급 폐지 구 재정여건상 시행 어려움

C s구 노인교실 운  지원  변경 노인교실 폐지 및 예산 감액

K x시 노인요양시설 확충 폐지 예산확보 어려워 당해연도 미시행

C s구 경로당개보수 지원
변경
(확대)

경로당 증가 및 예산 증액

〈표 3-2-19〉 시군구 노인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수요 변화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C s구 노인정보화사업 변경 신청 경로당 감소 및 사업예산 감액

D t구 노-노케어 홈케어사업 폐지 사업 참여자와 수혜자 부족　

N aa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
변경
(확대)

경로당 이용 노인의 서비스 질향상 욕구
에 따른 예산 증가

O o군 노인돌봄서비스 
변경
(확대)

사업량 증가

N aw군 노인건강관리사업 변경
지역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노인건강관리
사업 및 인력교육을 위하여 사업 신설

그 외 상위계획 변화에 따른 변경 및 폐지, 전달체계 변화에 의한 확대, 

민관협력에 의한 변경 등의 사유가 확인되었다. 〈표 3-2-20〉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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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에 의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 확대나 기준 변경으로 인한 개인 운

 노인시설 공공요금 지원 폐지, 전달체계 변화로서 개인운  노인시설 

생계비 지원 확대, 지역복지대표협의체 협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지원 확대, 기관 협력을 통한 au시 노인문화축제의 축소 등이 있다. 

〈표 3-2-20〉 시군구 노인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다양한 사유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H au시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우
수프로그램 보급

변경
(확대)

상위계획 
변화

5기 공약사업에 의거 사업 규모가 
증대하여 예산 확대

N aa시
개인운  노인복지시
설 공공요금 지원

폐지
상위계획 

변화
개인운   노인복지 시설 공공요금 
지원 기준 변경 (무료만 가능)

J w시
개인운 시설 생계비 
지원

확대
전달체계 

변화

관내 개인운 시설의 정원 조정과 
시설 개･폐업으로 인한 사업량 소
폭 상승

H h시
노인 장기요양기관 평
가 지원

변경
(확대)

민관협력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가 지속
적으로 필요(대표협의체 의견 반 )

H au시 au시 노인문화 축제
변경
(축소)

민관협력
축제 사업규모 조정 및 기관협력을 통
한 재원마련으로 효율적 축제 운

(4) 장애인 영역

장애인 역에서의 사업 변경은 예산상의 사유로 인한 변경이 가장 많

았다. 〈표 3-2-21〉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시설 확충이나 행사 지원 성

격의 사업은 지자체 재정 여건상 폐지된 반면 장애인 여가지원이나 취업

교육 등은 사업이 확대된 특징을 보인다. 그 예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

최,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종합지

원센터 설치,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등은 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폐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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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축소된 반면 장애인 여가문화 생활체육프로그램, 여성장애인 기능

습득 및 부업 교육 등은 사업비 증가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1〉 시군구 장애인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예산 변경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A at구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폐지 예산 미반

C s구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사업

변경
(축소)

사업예산 감액

A at구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폐지 구 재정 여건상 매입 불가로 사업 미실시

E e구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폐지 2013 신규사업 억제로 미반

M av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폐지 자치단체 형편에 의해 연기

H au시
장애인 여가문화 생활체
육프로그램

변경
(확대)

예산 증액으로 사업규모 확대

O o군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및 
부업교육

변경
(확대)

사업비 증가

장애인 역 사업의 통･폐합은 장애인 관련 타사업과 중복 및 유사성

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표 3-2-22〉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고

용인식개선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취업박람회로 대체하도록 사

업을 폐지한 사례이고, 장애인인식개선은 시 장애인협회와 중복 사업으

로 폐지되었으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및 사후관리는 의료급여기

금 사업에 통폐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단은 

5년마다 실시되므로 중지한 사례이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 은 

타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통폐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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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2〉 시군구 장애인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사업통폐합･이전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A at구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 폐지

여건 변경으로 구청 직접 수행불가(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인식개선 홍보 및 
취업박람회를 통해 참여업체에 대한 장애
인고용 홍보 사업수행)

C s구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
램 확대

폐지 C시 장애인협회와 사업 중복

D t구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
원 및 사후관리 사업

폐지

의료급여기금 저소득층진료비에서 기타요
양비등과 한 예산에서 집행, 장애인보장
구 지급실적은 저소득층 복지부문 의료급
여기금 관리 및 운 사업에 포함

I i군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단 
운

폐지
장애인의 편의시설 점검은 5년마다 실시
되므로 중지

O o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
치·운

변경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과 병행 실시

장애인 역의 수요 변화는 수요량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거나 확대된 

경우로 나타났다. 그 예로 중증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 은 기존 복지관 

내부 시설 이용으로 이용자 실적 저조로 폐지된 경우인데 반해, o군의 휠

체어택시 및 이동목욕차량은 사업량 증가로 확대되기도 하 다. 

〈표 3-2-23〉 시군구 장애인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수요 변화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A at구
중증장애인 이동목욕 차
량 운

폐지
이용자 실적 저조 및 복지관 내부 목욕시
설이용으로 사업 폐지

O o군
휠체어택시 및 이동목욕
차량 운

변경
(확대)

사업량 조정

그 밖에도 장애인 역에서 변경 사유로는 사업 완료로 인한 목표달성, 

사업 미시행, 상위계획 변화, 단순 사업명 변경, 전달체계 변화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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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2~3건 정도로  일부 사업 변경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2-24>와 같다.

〈표 3-2-24〉 시군구 장애인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다양한 사유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I ap시 장애인 복지관 증축 폐지 목표달성 해당연도 사업종료, 이후 계획 없음

L l시 장애인작업장확보사업 변경 목표달성
작업장 설치완료로 근로장애인 채
용 및 취업알선으로 사업내용 변화

F f구
복합기능의 장애인  노
인공동작업장, 장애인
복지관 운

폐지
사업 

미시행
사업 미착수

K k시 재활치료센터 설치 운 폐지
사업 

미시행
장애인복지관 건립시 추진계획(사
업 지연)

J ag시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삭제
상하위
계획 
변화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제도는 입법
활동을 통해 마련되어야 하므로 지
속적 입법이 가능하도록 정책제언

J ag시 장애인자립홈 운 삭제
상하위
계획 
변화

국비지원없이 지방자치단체 단독
사업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사업. 
보건복지부 미시행 

N n시 장애인체험홈 설치 변경
상하위
계획 
변화

장기계획(2016)으로 전환. 중장기
계획으로 변경되었고 14년사업에
는 없음

A q구 장애인행복여행 변경
사업명
변경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과 장애인열린문화체험을 장애인
행복여행으로 사업명 변경

A at구
장애인 종합복지 서비
스 제공

변경
사업명
변경

장애인 인식개선 및 통합프로그램 
운 으로 사업명 변경

A at구
장애인 취업지원 기관
네트워크 구축 

폐지 전달체계
장애인 네트워크 구축 전담기관 
및 인력배치 불가능

(5) 여성･보육･가족 영역

여성･보육･가족 역의 구체적인 사업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통

폐합･이전의 사유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공공정책이나 타부서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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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 유사성에 의한 향으로 나타났다. 〈표 3-2-25〉에서 보면 사업중

복으로 인해 변경된 사업의 예로는 지자체 타 과와의 중복으로 폐지된 여

성취업박람회 사업, 여성창업교육이 있고, 출산장려금지급과 셋째아 이

후 무상보육지원은 각각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출산장려시책사업과 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통폐합되었다. 타사업과의 유사성은 여성의 삶을 

바꾸는 비전 사업이 여성행사 주간 사업과의 유사성으로 종료되었고, 여

성발전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사업의 타사업과 병행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다. 

〈표 3-2-25〉 시군구 여성･보육･가족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사업통폐합･이전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A at구 여성취업박람회 폐지 일자리정책과의 사업과 중복으로 폐지

A at구 여성창업교육 폐지 타부서(지역경제과) 업무 중복

K x시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변경
여성취업지원센터운  사업이 새로일하
기센터 지정을 받으면서 통합하여 운

B r구 출산장려금 지급 폐지
출산장려시책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출산장려시책 사업으로 통합

O ab군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지원 폐지 유아보육료 지원으로 통폐합

A ac구
여성의 삶을 바꾸는 OO!
비전사업 추진

폐지 여성행사 주간사업과 유사하여 종료

O o군
여성발전프로그램 지원강
화

변경 타사업과 병행 실시(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다음으로는 예산 확보와 관련된 사유가 많았는데, 주로 보육, 성평등 

관련 교육, 양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3-2-26〉에서 그 사례를 보면, 보육시설 0세반 운 , 공공기관 종

사자 및 지역주민 성인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여행 포

럼 운 , 다문화 보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 공공 예산 미확보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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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변경되었다. 한편 결혼이민여성 사회통합 장기발전계획은 민간의 

복권기금 지원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비 지원 중단으로 폐지되었다. 

〈표 3-2-26〉 시군구 여성･보육･가족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예산 변경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A q구 보육시설 0세반 운 폐지
0세반 운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예산 미
편성(어린이집 여건(수요)에 따라 운 중)

A at구
구민 및 기업체 양성평
등교육

폐지 예산 미반

A at구
공공기관  종사자 및 지
역주민 성인지 교육

변경
(축소)

예산삭감으로 공공기관종사자(공무원) 대
상으로 축소

G g구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폐지 예산 미확보로 사업폐지

A an구 여행포럼 운 폐지 예산 폐지

A at구
다문화 보육지원 프로그
램 개발

폐지 2014년 예산 미반

J ag시
결혼이민여성 사회 통합 
장기발전계획 작성

폐지
2012년도 복권기금 사업비로 추진하 으
나 2013년 사업비 지원 중단

수요 변화에 따른 사업 변경은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변화에 따른 변경

이 주로 나타났다. 〈표 3-2-27〉에서 보면, 여성지도자 선진지 비교견학

은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변경되었고,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설치 및 프로

그램 지원은 인근 지역시설도 정원 미충족으로 폐지되었다. 무상보육지

원이나 여성 여가지원서비스는 수요 증가로 확대된 사례이다.

다음으로 〈표 3-2-28〉에서는 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사업 변경의 내용

을 살펴보았다. 여행 프로젝트 추진, Green q구 Green 女幸, 여성 건강

생활교육 시스템 도입, aw군 여성의 건강한 가정-일 양립 환경 조성 등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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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7〉 시군구 여성･보육･가족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수요 변화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M z시
여성지도자 선진지 비교
견학

폐지
여성지도자들의 단순 선진지 비교견학을 
지양하고 기 추진 중인 테마교육, 워크숍
을 활용, 여성의 역량을 강화

N n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설
치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폐지
인근 지역시설의 정원 미충족 등으로 건
립수요 없어 사업계획 없음 

H au시 다양한 인력풀 구성
변경
(확대)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확대

N al군 관내 무상보육 지원 변경 사업 규모의 증대

M m군 여성여가서비스 지원
변경
(확대)

여성회관 교육에 대한 확대

〈표 3-2-28〉 시군구 여성･보육･가족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미시행･시행불가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A q구 여행프로젝트 추진 폐지 사업 미실시

A q구 Green q구 Green 女幸 폐지 사업 미실시

N aw군
여성 건강생활교육시스
템 도입 운

폐지
2기 계획시 신규사업이었으나 시행된 바 
없음

N aw군
여성의 건강한 가정-일 
양립 환경조성

폐지
2기 계획시 신규사업이었으나 시행된 바 
없음

그 외 〈표 3-2-29〉에서 여성･보육･가족 역의 사업 변경 사유 내용

들을 살펴보면, 상위계획 변경으로 육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육

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거나, 사업 구분에 있어 여성교

육 및 직업훈련 사업을 보편사업에서 지역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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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9〉 시군구 여성･보육･가족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다양한 사유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J ag시
지방보육정보센터 설
치운

변경
상위계획 

변화

유아보육법 개정(2013.6)에 따
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
센터로 변경

N n시
여성 및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폐지
상위계획 

변화

개별기업의 신청과 여성가족부 선
정으로 선정과정에서 시경유 절차
없어 산출증빙 불가능 

M ak군 여성교육 및 직업훈련 변경
사업구분

변화

보편사업으로 추진하던 여성교육 
및 직업훈련을 보편사업 「여성직
업훈련」과 지역사업 「여성교육」으
로 분리 작성

A a구 여성센터 운  활성화
변경
(확대)

민관협의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으로 신설

C c구
여가향상을 위한 욕구
조사 및 건강한 가족여
가프로그램 개발

폐지 목표달성
기존 욕구조사에 의거하여 프로그
램 개발 및 변경에 반

O as시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
의 보육서비스 강화

변경
(축소)

목표달성
장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시
설의 확대사업 완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준공 완료 

H au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폐지 목표달성
2012년 비상재해대비시설위원회
를 통해 안전성을 심의하 으므로 
사업 완료

(6) 보건의료 영역

보건의료 역의 경우 사업 수가 적고 시업 변경 건수도 11건으로 가

장 적다.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 미시행

의 경우, 중증도별 건강검진 지원사업, 맞춤형 건가관리컨설팅 사업, 자

연친화 체험 건강관리 환경조성이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한편 유아 정신건강 선별검사 사업은 보건소 고유사업으로 사업 중복

으로 인해 폐지되었고,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회자본 형성 사업은 사업 종

료로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의치보험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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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사업 감소로 변경되었고, 지역사업이었던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은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보편사업으로 사업 유형이 변경되기도 하 다. 

〈표 3-2-30〉 시군구 보건의료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다양한 사유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J ag시
중증도별 건강검진 지
원사업

폐지
사업 

미시행
보건복지부 미시행

J ag시
맞춤형 건강관리 컨설
팅사업

폐지
사업 

미시행
미시행

J ag시
자연친화 체험 건강관
리 환경조성

폐지
사업 

미시행
미시행

H ae시
유아 정신건강 선별

검사
폐지

사업 
통폐합

보건소 고유사업으로 폐지

B r구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
회자본 형성

폐지 목표달성
2013년 시행계획인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종료

K k시 노인의치보철사업 변경
상위계획 

변화

2012년 7월 이후 의치보험화(만
75세이상 완전의치)로 사업량 및 
사업비 감소

M aq시 건강한 학교 만들기
변경
(확대)

사업구분
변경

프로그램 확대로 보편사업으로 변경

(7) 지역복지 영역

지역복지 역의 경우, 사업통폐합･이전 사유와 예산상 사유가 각 6건

으로 가장 많았고 목표달성 사유가 5건으로 제시되었다. 지역복지 역에

서 사업통폐합으로 인한 사업 변경은 지역 자원 연계나 지원 부분에서 사

업 중복이 있거나 사업이전 등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기

부문화 확산운동은 지역 자체 저소득 분야의 행복파트너구축 사업과의 중

복으로 폐지되었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C시 장학금 지

원사업과 중복 사업으로 폐지되었다. 한겨울 따뜻한 방만들기는 유사한 사

업으로 기존 운  중인 행복하고 따뜻한 방 만들기 사업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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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 시군구 지역복지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사업통폐합･이전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A at구 기부문화 확산운동 폐지
저소득분야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한 행복
파트너 구축사업과 중복

C s구
저소득층주민 자녀 장학
금 지원

폐지 시 장학금지원사업과 중복

A ac구 한겨울 따뜻한 방 만들기 폐지 행복하고 따뜻한 방 만들기 사업으로 통합

F f구 복지만두레사업 변경
사업 주체가 시에서 OO복지재단으로 
2012. 1월부터 이관

〈표 3-2-32〉 는 예산상 사유로 변경되는 사업들로, 현장복지 상담서비

스 사업, 주민서비스 종합관리체계 구축, 민관협력 복지축제 등은 사업예

산 미편성이나 예산 감액으로 폐지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  활성화는 예산 증액으로, 보훈 예수당 지원 

사업은 1인당 지급액 인상으로 예산이 확대되었다. 

〈표 3-2-32〉 시군구 지역복지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예산 변경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C s구 현장복지 상담서비스 사업 폐지 사업예산 미편성

C s구
주민서비스 종합관리체
계 구축

변경
(축소)

사업예산  감액

E e구 민관협력 복지축제 폐지
구 재정여건상 시행에 어려움. 시단위 복
지관련 축제와 연계, 참여

B ad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

 활성화
변경
(확대)

사업 예산 증액(20백만원)

I v군 보훈 예수당 지원
변경
(확대)

매월 지급되는 보훈 예수당 1인당 지급
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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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복지 역에서 제시된 사업 변경 사유로는 목표달성, 상하위

계획 변화, 전달체계 변경, 사업구분 변경, 사업명 변경, 기타 사유 등으

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을 보면 <표 3-2-33>과 같다.

〈표 3-2-33〉 시군구 지역복지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다양한 사유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H h시 체육문화센터 건립 폐지 목표달성 2013년 사업 완료

H au시
자원봉사 관리운 체계 
확립 및 조직역량 강화

폐지 목표달성 2013년 사업 완료

N n시
맞춤형 지역사회서비
스 투자 사업  추진

변경
(확대)

상위계획 
변화

보건복지부 체험프로그램 폐지에 
따라 2개 사업 폐지(9개→7개)와 
유형 통합(선택형,개발형→개발형)

D t구 민ㆍ관협력 워크숍 개최 변경
전달체계 

변화
구 직접 시행에서 t구 지역사회복
지협의체 주관으로 변경

H ae시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경진대회

변경
사업구분

변경
단일사업으로 지역사업에서 보편
사업으로 사업 축소

K k시
가족과  함께하는 자원
봉사 대축제 나들이

변경
사업명
변경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로 변경

I v군 행려자 구호비 지원 폐지 기타
모범적 지역사업이나 현재 평가 
방법･기준으로 적절한 평가 불가

(8) 지역특화 영역

지역특화 역은 사업통폐합･이전 사유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사유 7건, 예산사유 4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34〉에서 제시된 사업

중복과 사업유사성으로 인한 사업 변경의 경우, 다문화 관련 사업은 주로 

중복되어 통폐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구 복지박람회와 같은 행사의 경

우 기존 지역행사에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거나, 암환자 가족 행복나들

이 사업은 사업 성격이 유사한 암환자 가족사랑나눔터 사업으로 통폐합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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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4〉 시군구 지역특화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사업통폐합･이전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A at구 방문학습지도사 배양 폐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과 중복
되어 제외

C s구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
램 개발 및 보급

폐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통합

C c구 c구 복지박람회 폐지 OO제 행사와 연계(격년 시행)

M z시 암환자 가족 행복나들이 폐지
사업성격이 유사한 암환자 가족사랑나눔
터 사업과 통합하여 내실화 도모

지역특화 역에서 예산 변경으로 인한 사업 변경의 사례를 보면, at구의 

노숙인 관련 사업으로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충 및 매뉴얼, 프로그램 개발 

사업, 자활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홈리스 수첩 제작 등을 계획하

으나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5〉 시군구 지역특화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예산 변경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A at구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충,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을 통한 전문화(노숙인)

폐지 전담인력 및 사업예산 없음

A at구
자활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폐지 사업예산 없음

A at구 홈리스 수첩 제작 폐지 사업예산 없음

그 밖에 상위계획 변화, 민관협의, 목표달성, 사업명 변경, 사업 미시행 

등의 사유가 나타났으며, 아래 <표 3-2-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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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6〉 시군구 지역특화 영역의 사업변경 내용: 다양한 사유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변경사유

A a구
관내 대학 특례입학 확
대(교육 분야)

폐지
상위계획 

변화
대학별 특례입학 제도 소멸

H au시
사회공헌 시스템 구축
(주민참여 분야)

변경
(확대)

민관협력
온오프라인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 협의체, 협의회 협력을 통해 
확대

H ae시 다문화센터건립사업 폐지 목표달성
완료(2013.7. 외국인 주민복지지
원센터 개소)

A a구
365일 생활 속의 문화 
활성화(문화체육 분야)

변경
사업명
변경

사업명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로 
변경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활성화

H au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참여 모델 구축(주민참
여 분야)

폐지
사업

미시행

2011 사업추진 불가로 중지
2011.9.16., 9.26 지역분과 논의: 
예산, 인력, 운 의 지원 없이 사
업추진 불가로 폐지 결정

 

라. 신규 사업 현황  

  1) 신규 사업 사유 분석

다음은 각 시군구의 2014년 연차별 계획 중 신설된 사업을 대상으로 

각 역별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밝혀 적절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변경사업과 마찬가지로 신설 사업에 대한 자료는 각 시군구에서 기술한 

내용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표 3-2-3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설 사업은 총 136건이었으며, 

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저소득층 역 12.5%(17건), 아동청소년 역 

15.4%(21건), 노인 역 23.5%(32건), 장애인 역 16.9%(23건), 여성･
보육･가족 역 16.9%(23건), 보건의료 역 1.5%(2건), 지역복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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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4건), 지역특화 역 3.7%(5건)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노인 

역 신규 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7〉 시군구 영역별 사업 신설 사유

(단위: 개, %)

영역
수요
변화

환경변화
민관
협의

목표
달성

사업통폐합･
이전

근거 불확실

계
상하위
계획

전달
체계

병행
이전･
기타

단순
신설

기타

저소득 7 - 2 4 - - - 3 1
17

(12.5)

아동･
청소년

3 - - 1 - - - 15 2
21

(15.4)

노인 9 2 - - - 1 - 19 1
32

(23.5)

장애인 17 1 - 1 1 - - 3 -
23

(16.9)

여성･보
육･가족

3 2 - - - 1 - 17 -
23

(16.9)

보건
의료

1 - - 1 - - - 0 -
2

(1.5)

지역
복지

2 - - 6 - - - 6 -
14

(10.3)

지역
특화

3 - - - - - 1 1 -
5

(3.7)

계 44 5 2 13 1 2 1 64 4 136

비율 (32.4) (3.7) (1.5) (9.6) (0.7) (1.5) (0.7) (47.1) (2.9) (100.0)

각 역별로 사업을 신설한 사유를 살펴보면 다양한데, 예산상 사유에 

의한 사업 신설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업중복, 미시행･시행불

가, 사업명･내용 단순변경 등의 사유는 주로 사업변경 및 사업폐지에 해

당하는 사유여서, 사업신설 사유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사업신설의 주요 사유로는 단순신설이 47.1%(64건)으로 높았고,  수

요 변화가 32.4%(44건), 나머지 사유들은 10% 미만의 낮은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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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특히 단순신설 사유는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보육･가족 역

에서 1순위로 나타났고, 수요변화는 장애인 역에서 1순위로 나타났다.

각 8개 역별 신설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역의 경

우, 수요 변화에 따른 사업 신설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관 협의 4건, 

단순신설이 3건, 전달체계 변경이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역의 경우, 근거가 불확실한 단순신설로 제시한 사유가 15건으로 많았고, 

수요 변화는 3건에 불과했다. 노인 역의 경우, 단순 신설이 19건으로 

모든 역 중 가장 많았고, 수요 변화가 9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역의 경우는 수요 변화가 17건이었고, 단순 신설은 3건

에 불과했다. 여성･보육･가족 역의 경우, 단순 신설이 17건으로 가장 많

았고, 수요 변화가 3건, 상하위계획 변경이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의 경우, 수요 변화와 민관 협의 사유로 인한 사업신설이 각각 1건으로 나

타났다. 지역복지 역의 경우, 민관 협의와 단순신설이 각각 6건으로 동

일하게 나타났고, 수요변화 사유가 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특화 역은 수

요변화 사유가 3건, 사업이전과 단순신설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2) 영역별 신규 사업 내용

(1) 저소득 영역

시군구의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저소득 역의 신설 사유를 살펴보면, 

수요 변화에 따른 사업 신설이 7건으로 가장 두드러졌는데, 복지 사각지

대 역을 보완하는 사업, 복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었다. 구체

적으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기

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비급여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 등의 사

업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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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8〉 시군구 저소득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수요 변화

시도 시군구 사업명 신설사유

K x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경감 노력 
필요

M z시
취약계층등 상하수요금 일부
감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하수 요
금 감면하여 생활안정 도모

M z시 비급여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치료를 포기하여 자신
감 및 사회성이 결여된 취약계층 지원으로 건
강한 시민양성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M z시 소망소리함 운

복지서비스 정보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욕구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표출할 수 있는 창
구 운 으로 사각지대 발굴 및 생계형 불편 해
소로 대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M z시
지역사회변화를 위한 찾아가
는 맞춤형 사회복지특강 지원 

자녀양육·청소년비행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지 모르는 현대인들에
게 문제상황에 맞는 사회복지정보 제공

저소득 역의 신설 사유 중 두 번째로 많은 사유는 민관 협력에 따른 

신설이다.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명절지원, 교복지원, 난방지원, 이

사 및 도배 등 주거 지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통장개설 등을 지역복지

협의체, 민간기관과 공공 역이 함께 민관협력하여 사례발굴과 후원개발 

연계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하는 사례이다. 

한편 구체적인 근거 명시 없이 신규사업으로 단순 신설하거나 2기 본 

계획 당시 누락된 사업이라는 사유로 신설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표 

3-2-40 참조). 이러한 경우, 본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적과 내용

에 연계되어 있음을 사업 신설의 근거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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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9〉 시군구 저소득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민관협력

시도 시군구 사업명 신설사유

B b구 사계절산타 지원사업 활성화
지역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사회복지공동모
금회와 협력하여 저소득위기가구를 위해 구
민의 후원 참여, 나눔·기부 활성화 필요

H ae시 多해드림 HOUSE 사업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H ae시 행복드림 통장 개설 사업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표 3-2-40〉 시군구 저소득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단순 신설

시도 시군구 사업명 신설사유

A q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문 격려 2011년 4개년 계획수립 당시 누락

O o군 생활안정기금 복지계획에서 누락

G g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규사업

N al군
수급자 자가가구 화재보험 
가입

근거 없음

그 외 전달체계 변화에 따른 신설 사유도 확인되었는데,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규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거나 노후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전달체계 구축 및 개선 사업들이 해당된다.  

〈표 3-2-41〉 시군구 저소득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전달체계 변화

시도 시군구 사업명 신설사유

H ae시
복지인프라 구축: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 확대

B ad구 노후 복지관 리모델링
노후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환경 개선 및 이용자 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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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청소년 영역

아동･청소년 역의 경우, 사업 신설 사유로 뚜렷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 신설로 제시한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지닌다. 〈표 3-2-42〉 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락페스티벌, 청소년 축제, 지역아

동센터 간식비 지원, 둘째아 이상 유아 양육비 지원, 조손가정수당 지

원, 어린이날 기념 행사, 아동가족 심리음악치료 사업 등이 신설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설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사업 수를 양적으로 많

이 늘리기보다 본 계획에서 수립한 목적이나 내용 안에서 사업 신설에 대

한 타당성과 연계성을 근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3-2-42〉 시군구 아동･청소년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단순신설

시도 시군구 사업명 신설사유

A at구 학교폭력 예방교육 신규사업 추진

G g구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 신규사업

G g구 락페스티발 신규사업

O o군 청소년축제(행사) 지원 복지계획 누락

G g구 지역아동센터 특별 간식비 지원 신규사업

O o군 둘째아 이상 유아 양육비 지원 복지계획 누락

O o군 조손가정수당 지원 복지계획 누락

L ai군 ai 희망지기 운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포함되
지 않았으나 새롭게 추진

J ag시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큰잔치 신규사업으로 편성

J ag시 아동가족 심리음악치료 사업 신규사업으로 편성

그 밖에 아동･청소년 역의 사업 신설로 수요 변화와 민관 협력 등으로 

인한 사유도 확인되었는데, 수요 변화에 따른 사업 신설의 경우, 소외계층

아동 다중지능적 양육과 교육 지원 위한 Happy-I 프로젝트를 신설하거나 

지역아동센터근무자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처우 개선비 지원을 신설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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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있었다. 한편 민관 협력 차원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으로 아동청

소년 진로를 위한 직업백과사전 사업이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3〉 시군구 아동･청소년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다양한 사유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신설사유

M z시
소외계층아동 다중지능적 
양육과 교육지원을 위한 
“Happy-I프로젝트”

수요
변화

문제행동이 아닌 강점에 초점을 두고 아
동의 개별화된 상황에 맞는 양육과 교육
서비스 제공 필요

K x시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처
우 개선비

수요
변화

지역아동센터 근무자의 사기를 높여 아동 
양육 및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 부여

A a구
아동청소년 진로를 위한 
직업백과사전

민관
협력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으로 신설

(3) 노인 영역

노인 역의 경우, 사업신설 사유가 불확실한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니어클럽 운 , 장수수당 지원, 이동복지관 운  등의 

사업은 신규로 편성하 으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본 계획에서 제시한 

노인 역의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표 3-2-44〉 시군구 노인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단순신설

시도 시군구 사업명 신설사유

O o군 시니어클럽 운 신규사업

O o군 노인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규사업

O o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복지계획 누락

J ag시 시니어클럽기관 운 2014 신규사업으로 편성

J ag시 장수수당 지원 2014 신규사업으로 편성

L ai군 경로당 없는 마을 기능 혁신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롭게 추진

L ai군 이동복지관 운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롭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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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5〉 시군구 노인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수요변화

시도 시군구 사업명 신설사유

C s구 노인복지관 건립･운 고령화시대 대비 여가시설 확충

K x시 노인복지관 운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춰 체계적
이고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I af시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
노인건강운동프로그램 운 과 관련하여 건
강체육과 실제 지원내용에 맞게 재편

A q구 노인일자리플러스 사업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격에서 
제외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표 3-2-45〉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수요 변화에 따른 사업신설 사유

로는 고령화에 따른 여가, 건강, 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

한 사업 확충, 신설의 사례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관 건립이

나 운 , 어르신 체육지도 인력 배치, 정부사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 등이 그 예이다.   

그 외에 노인 역에서 사업 신설 사유로는 사업통폐합과 상위계획 변경

에 따른 경우가 해당되는데, 사업통폐합의 경우 독거노인 ONE-STOP 지

원센터 사업이 사업유사성이 있는 통합복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합

하여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계획 변경의 경우, 독거노인 안전폰 지

원사업은 일부 시범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설되었다. 

〈표 3-2-46〉 시군구 노인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다양한 사유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신설사유

O o군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사업
통폐합

타사업과 병행 실시(통합복지관리시스템
구축)

N aa시 독거노인 안전폰 지원사업
상위계획

변화
일부 시범지역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전
국 사업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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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영역 

장애인 역의 사업 신설은 수요 변화에 따른 사업 신설이 가장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 및 자립, 이동권, 문화여가 기회 등의 

수요에 따른 사업 신설이 대부분으로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 휠체어 안

전교육 사업, 장애인 주민자치프로그램, 장애청소년 자립지워센터 운  

지원, 무장애거리조성 경사로판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체험 행사 지원 등

의 사업이 신설되었다.

그 밖에 기타 장애인 역에서 사업 신설은 상위계획 변화, 민관협력, 

목표달성, 단순 신설에 따른 사유에 의한 일부 사업들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8〉에서 보면, 매력있는 x시 특유 장애인복지사업은 

조례 제정에 따라 신설되었고, 장애인 직업체험 한마당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분과 공동사업으로 신설되었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구

입은 사업 종료 이후 신규 사업으로 추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7〉 시군구 장애인 영역의 신설변경 내용: 수요 변화

시도 시군구 사업명 신설사유

A at구 발달장애인 일자리 사업
발달장애인 고용 저조로 인하여 일자리 
신설

A at구 휠체어 안전교육 사업
휠체어 안전사고 증대로 인하여 교육 
신설

A at구 장애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장애인 문화 여가 활동기회 부족으로 
신설

C s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타 운  지원 장애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C s구 무장애거리조성 경사로판 지원사업 무장애거리 시범구간 조성

K k시 장애인문화행사 지원 장애인 문화에 대한 욕구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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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8〉 시군구 장애인 영역의 신설변경 내용: 다양한 사유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신설사유

K x시
매력있는 x시 특유 장애
인복지사업 

상위계획 
변화

조례(‘13.2.15) 제정, 타 자치단체와 차별
화로 시 특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신설

A a구 장애인 직업체험 한마당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 공동사업으로 
신설

I ap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 
구입

목표달성
2013년도 사업종료 및 2014 신규사업 
추가

L ai군
재가장애인 유선방송 이
용요금 지원

단순신설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포함되
지 않았으나 새롭게 추진

G g구
중증장애인 사랑의 이사
지원

단순신설 신규사업

(5) 여성·보육·가족 영역

여성·보육·가족 역의 사업 신설 사유로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단순 사업 신설로 제시하는 경우가 타 역에 비해 가장 많았다. 그 내용

을 보면, 주로 보육 종사자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각종 체험행사, 창업 

컨설팅 사업, 건강권 보호사업 등으로 신사회위험에 따라 등장한 돌봄, 

경제활동 참여 등과 관련된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환경 변화에 따른 새

로운 욕구 대응이라는 사업 신설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신규사업이 

기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표와 내용에 적합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고

려가 필요하다. 

〈표 3-2-50〉에는 기타 신설 사유로 수요 변화, 상하위계획 변화, 사업

통폐합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 는데, 수요 변화 사유로 인한 사업 신설

의 사례로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셋째 이후 출생아 대상 건강보

험료 지원 사업이 있었고,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다문화대축제 개최 사

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상위 계획 변화 사유로는 여성친화도시 선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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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여성친화도시 부서별 조성사업이 추진되었고, 중장기계획수립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신설하는 사례도 있었다.

〈표 3-2-49〉 시군구 여성･보육･가족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단순신설

시도 시군구 사업명 신설사유

G g구
보육행사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신규사업

O ab군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신규(핵심)사업 실시

O ab군 어린이 과학체험 행사 신규(핵심)사업 실시

J ag시 가정방문 보육바우처 사업 2014 신규사업으로 편성

J ag시 여성소자본 창업 컨설팅 사업 2014 신규사업으로 편성

J ag시
한부모가족 세대주 건강권 보
호사업

2014 신규사업으로 편성

  

〈표 3-2-50〉 시군구 여성･보육･가족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다양한 사유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신설사유

B r구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수요변화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셋째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

K x시 다문화대축제 개최 수요변화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의 문화적 다양성 
존중, 상생적 사회통합 환경 조성의 필요
성 증대. 시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
의 장 제공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행
복한 다문화사회 정착

K x시
여성친화도시 부서
별 조성 사업 추진

상위계획 
변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관련사업이 대
폭 신설

E e구 여성친화도시 구축
상위계획 

변화
중장기계획수립,  추진위원회 운  및 사
업 추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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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의료 영역 

보건의료 역의 사업 신설은 1건으로 나타났는데, 수요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의 공동사업으로 정신장애인 화제작 프로젝

트를 신설한 사례가 해당된다.

〈표 3-2-51〉 시군구 보건의료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신설사유

A a구
정신장애인 화제
작 프로젝트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 공동사업으로 
신설

(7) 지역복지 영역

지역복지 역의 사업 신설은 사업 역 특성상 민관 협의에 의한 사업 

신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공동 사업으로 행복한 복지투어 운 , 복지정보 

앱 구축이 신설되거나 기부문화 정착 및 민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모금 

및 나눔봉사 활동을 위한 희망매니저 재능기부 봉사단 운 , 천사의 손길 

1인 1계좌 갖기 운동, n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운  사업을 신설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복지 역에서도 뚜렷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 신설

로 사유를 제시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표 3-2-53〉에서 보면, 그 사업 내

용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복지자원 안내서 제작, 복지위원 워

크숍 개최, 이웃사랑 최고기부자 선정,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저소득층  

자원봉사 활동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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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2〉 시군구 지역복지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민관협력

시도 시군구 사업명 신설사유

A a구 행복한 복지투어 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 공동사업으로 
신설

A a구
복지서비스 클릭, 열려라 복지
정보 앱 구축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으로 신설

C s구
희망매니저 재능기부 봉사단 
운

기부문화 정착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

F f구
천사의 손길 1인 1계좌 갖기 
운동 전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공적부조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위한 
이웃돕기사업

N n시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 운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은 단순 복지수요 
대상자에 대한 노력봉사에 그치지 않고, 
모금활동, 배분활동, 문화활동 지원 등 나
눔봉사활동을 전개

〈표 3-2-53〉 시군구 지역복지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단순신설

시도 시군구 사업명 신설사유

G g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신규사업

G g구 복지자원 안내서 제작 신규사업

G g구 복지위원 워크숍 개최 신규사업

G g구 이웃사랑 최고기부자 선정 신규사업

G g구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신규사업

G g구 저소득층 지원 봉사활동 신규사업

수요 변화로 인한 사업 신설도 일부 확인되었는데, 〈표 3-2-54〉에서 

보면,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학습지원 사업인 쑥쑥 자라

나는 지혜의 샘 사업과 핵가족화의 사회문제 예방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

한 가족사랑 추진사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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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4〉 시군구 지역복지 영역의 사업신설 내용: 수요변화

시도 시군구 사업명 신설사유

C s구
쑥쑥 자라나는 지혜의 샘 (드림
학습지)

저소득계층 사회서비스지원 확대

E e구 가족사랑 추진
핵가족화의 사회문제 예방 및 가족 
기능 강화(2012~)

(8) 지역특화 영역  

지역특화 역의 사업 신설 사유로는 크게 수요 변화, 사업명 변경, 단

순 신설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변화에 따라 저소득층 

대학입시 멘토링 사업, 소통과 거버넌스를 통한 z시 愛人 만들기, 다문화

가정 합창단 운  사업이 신설되었고, 군민 중심 o군형 복지전달체계 개

편은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신규사업으로 명시되어 신설되었다. 

〈표 3-2-55〉 시군구 지역특화 영역의 신설변경 내용

시도 시군구 사업명
변경 
구분

신설사유

A a구
저소득층 대학입시 
멘토링사업

수요변화
관내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의  대학입학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실시

M z시
소통과 거버넌스를 
통한 z시 愛人 만들기

수요변화

시민이 시정의 주체인 시대적 요청에 부응
한 시민협력체계 구축. 지역 인재발굴 및 
육성으로 시민협동 생산의 기틀 마련 및 
지역자원 선순환

I i군
다문화가정 합창단 
운

수요변화
세계인의날 행사 기념 사랑의 합창제 참가 
및 지역에 대한 소속감, 자긍심 제공

O o군
군민중심 o군형 복
지전달체계 개편

단순신설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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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가. 신규·변경·폐지 사업 규모 

다음은 시도의 제2기 본 계획에서 기획된 사업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2014년 연차별 계획에서 작성한 신규·변경·폐지 사업의 규모 및 

내용을 점검하 다. 시도의 신규·변경·폐지 사업을 분석하는 작업에는 지

역사업 뿐 아니라 보편사업도 함께 포함하 다.25) 시도의 경우, 시군구에 

비해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전달체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

므로 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편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의미가 있

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시도에서 제시한 신규·변경·폐지 사업 내역을 분석한 결과, 2기 본 계

획에서 기획한 보편 및 지역사업은 총 1,721개 으며, 2014년 연차별 계

획에서는 2,851개의 사업이 기획되었다. 2014년 연차별 계획에 제시된 

신규·변경·폐지 사업은 총 491개로, 본 계획 사업 수와 비교해보면 약 

1/3 수준이다(28.5%). 사업의 축소나 확대 등을 포함한 변경된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폐지, 신규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역별로 살펴보면, 지역특화 역의 사업에서 신규·변경·폐지 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41.3%). 변화의 내역을 보면 폐지와 변경

은 타 역과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나, 신규사업의 비중이 

24.0%(전체 평균 5.9%)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으로는 저소득 역이 37.7%로 높았는데, 변경 사업이 24.5%로 높은 수

준이었으며, 폐지, 신규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의료 역은 본 

계획 사업 대비 변화된 사업이 23.0%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25) 지역사업과 보편사업에 대한 구분은 본장의 1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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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나, 신규사업은 14.9%의 변화율을 보여 신규사업의 비중이 높은 

역으로 확인되었다. 

〈표 3-2-56〉 시도의 영역별 신규·폐지·변경 사업 내역

(단위: 개, %)

영역
2기 

본 계획
사업 수

2014년 
연차별계획 

사업 수

신규·변경·폐지 사업 수

계 신규 변경 폐지

저소득
212 308 80 12 52 16

(100.0) (37.7) (5.7) (24.5) (7.5) 

아동･청소년
233 358 88 18 48 22

(100.0) (37.8) (7.7) (20.6) (9.4) 

노인
300 529 85 7 57 20

(100.0) (28.3) (2.3) (19.0) (6.7) 

장애인
280 414 69 3 53 13

(100.0) (24.6) (1.1) (18.9) (4.6) 

여성･보육･가족
364 737 78 14 28 36

(100.0) (21.4) (3.8) (7.7) (9.9) 

보건의료
148 181 34 22 9 3

(100.0) (23.0) (14.9) (6.1) (2.0) 

지역복지
80 105 14 1 9 4

(100.0) (17.5) (1.3) (11.3) (5.0) 

지역특화
104 216 43 25 12 6

(100.0) (41.3) (24.0) (11.5) (5.8) 

계
1,721 2,851 491 102 268 120

(100.0) (28.5) (5.9) (15.6) (7.0) 

주: 1) 세종시는 2기 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2) 신규, 변경, 폐지 사업은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다음으로는 광역시와 도를 구분, 신규·변경·폐지 사업의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해보았다. <표 3-2-57>에 제세된 결과를 보면, 지역의 유형에 따

른 차이는 역별로 상이하 는데, 특히 지역특화, 지역사회, 여성·보육·

가족, 보건의료 역에서 지역유형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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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역
구분

2기 
본 계획
사업 수

2014년 
연차별계획 

사업 수

신규·변경·폐지 사업 수

계 신규 변경 폐지

계

합계
1,721 2,851 491 102 268 120

(100.0) (28.5) (5.9) (15.6) (7.0) 

광역시
790 1,075 285 70 138 77

(100.0) (36.1) (8.9) (17.5) (9.7) 

도
931 1,776 206 32 130 43

(100.0) (22.1) (3.4) (14.0) (4.6) 

저소득 
영역

합계
212 308 80 12 52 16

(100.0) (37.7) (5.7) (24.5) (7.5) 

광역시
107 133 44 8 28 8

(100.0) (41.1) (7.5) (26.2) (7.5) 

도
105 175 36 4 24 8

(100.0) (34.3) (3.8) (22.9) (7.6) 

노인 
영역

합계
233 358 88 18 48 22

(100.0) (37.8) (7.7) (20.6) (9.4) 

광역시
106 142 48 11 23 14

(100.0) (45.3) (10.4) (21.7) (13.2) 

도
127 216 40 7 25 8

(100.0) (31.5) (5.5) (19.7) (6.3) 

장애인 
영역

합계
300 529 85 7 57 20

(100.0) (28.3) (2.3) (19.0) (6.7) 

었다. 지역특화 역의 경우, 도는 신규·변경·폐지 사업 내역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광역시는 높았으며 특히 신규사업이 본 계획 사업 수 

대비 69.4%로 높았다. 지역사회 역은 광역시의 경우 4.9%의 변동만이 

있었으나, 도는 30.8%의 변동을 보 다. 여성·보육·가족 역의 경우는 

광역시는 변경사업이 43.7%인 반면 도는 5.6%에 불과했다. 광역시의 폐

지사업 비율이 21.9%로 높은 수준이었다. 보건의료 역에서는 도에서 

신규사업 비중이 24.2%로 광역시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2-57〉 시도의 영역별 지역별 신규·변경·폐지 사업 내역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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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역
구분

2기 
본 계획
사업 수

2014년 
연차별계획 

사업 수

신규·변경·폐지 사업 수

계 신규 변경 폐지

광역시
140 204 31 4 24 3

(100.0) (22.1) (2.9) (17.1) (2.1) 

도
160 325 54 3 33 17

(100.0) (33.8) (1.9) (20.6) (10.6) 

아동
청소년 
영역

합계
280 414 69 3 53 13

(100.0) (24.6) (1.1) (18.9) (4.6) 

광역시
123 145 41 2 30 9

(100.0) (33.3) (1.6) (24.4) (7.3) 

도
157 269 28 1 23 4

(100.0) (17.8) (0.6) (14.6) (2.5) 

여성
보육
가족
영역

합계
364 737 78 14 28 36

(100.0) (21.4) (3.8) (7.7) (9.9) 

광역시
151 224 66 13 20 33

(100.0) (43.7) (8.6) (13.2) (21.9) 

도
213 513 12 1 8 3

(100.0) (5.6) (0.5) (3.8) (1.4) 

보건
의료
영역

합계
148 181 34 22 9 3

(100.0) (23.0) (14.9) (6.1) (2.0) 

광역시
86 72 10 7 - 3

(100.0) (11.6) (8.1) (3.5) 

도
62 109 24 15 9 -

(100.0) (38.7) (24.2) (14.5) 

지역
사회
영역

합계
80 105 14 1 9 4

(100.0) (17.5) (1.3) (11.3) (5.0) 

광역시
41 42 2 - 1 1

(100.0) (4.9) (2.4) (2.4) 

도
39 63 12 1 8 3

(100.0) (30.8) (2.6) (20.5) (7.7) 

지역
특화
영역

합계
104 216 43 25 12 6

(100.0) (41.3) (24.0) (11.5) (5.8) 

광역시
36 113 43 25 12 6

(100.0) (119.4) (69.4) (33.3) (16.7) 

도
68 103 - - - -

(100.0)

주: 1) 세종시는 2기 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2) 신규, 변경, 폐지 사업은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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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역별 신규·변경·폐지 사유

다음은 시도의 사업에 대하여 역별로 신규·변경·폐지 사업의 변동 

사유를 확인해보았다. 사유는 6가지 범주로 구분하 는데, ① 수요 변화

는 복지욕구 변화나 새로운 욕구 반 , 수요 증감을 의미하며, ② 환경 변

화는 법･조례, 제도, 정책, 지침 등의 변경을 의미하는 상하위 계획 변화, 

조직구축, 조직개편으로 인한 중복이나 부재 등을 포함한 전달체계 변경,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에 따른 예산의 변화를 의미한다. ③ 민

관 협의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민간기관간 협의에 따른 사업변경을 포

함하며, ④ 목표 달성은 계획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함에 따른 변화를 의미

한다. ⑤ 사업통폐합·이전의 사유는 타 사업과의 내용 중복이나, 타 사업

으로의 통합, 사업 이전 등을 의미한다.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단

순 사업명 변경 등은 ⑥ 기타에 포함하 다. 

역별 신규·변경·폐지 사업의 변동 사유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3-2-58>과 같다. 가장 많은 사유로 사업통폐합･이전에 따른 변화 으며

(27.9%), 수요 변화(16.7%), 예산 변화(11.5%), 상하위 계획 변화

(10.4%), 전달체계 변화(6.0%), 민관 협의(5.0%), 목표 달성(3.4%)의 순

이었다. 

역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역을 제외한 전 역에서 사업통폐

합･이전에 따른 변동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아동·청

소년 역은 수요 변화에 따른 사업 변동이 절반 가까이에 해당되는 

42.2%로 나타나 차이를 보 다. 저소득 역과 장애인 역에서는 환경

변화 중 예산 변화에 의한 사업 변동 비중이 각각 16.1%, 20.5%로 타 

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지역사회 역은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변동 사업이 20.0%로 전체 평균 6.0%에 비해 높았다. 



제3장 제2기 본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분석 107

〈표 3-2-58〉 시도의 영역별 신규·변경·폐지 사유

(단위: 개, %)

영역 계2)

신규·변경·폐지 사업 수

수요
변화

환경변화
민관
협의

목표
달성

사업통
폐합･
이전

기타상하위
계획

전달
체계

예산

전체
383 64 40 23 44 19 13 107 73

(100.0) (16.7) (10.4) (6.0) (11.5) (5.0) (3.4) (27.9) (19.1)

저소득
56 9 6 5 9 4 3 18 2

(100.0) (16.1) (10.7) (8.9) (16.1) (7.1) (5.4) (32.1) (3.6)

노인 
82 18 18 4 10 4 4 20 4

(100.0) (22.0) (22.0) (4.9) (12.2) (4.9) (4.9) (24.4) (4.9)

장애인
73 10 7 4 15 6 4 18 9

(100.0) (13.7) (9.6) (5.5) (20.5) (8.2) (5.5) (24.7) (12.3)

아동·청소년

45 19 - 3 3 - - 8 12

(100.0) (42.2) ( - )　 (6.7) (6.7) ( - ) ( - ) (17.8) (26.7)

여성·보육·가족
107 5 8 3 4 4 2 37 44

(100.0) (4.7) (7.5) (2.8) (3.7) (3.7) (1.9) (34.6) (41.1)

지역사회

20 3 1 4 3 1 - 6 2

(100.0) (15.0) (5.0) (20.0) (15.0) (5.0) 　( - ) (30.0) (10.0)

주: 1) 세종시는 2기 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2) 시도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통해 변동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의 합을 의미하므로, 전체 신

규·폐지·변경 사업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3) 보건의료, 지역특화 역은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 사유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다음은 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신규·폐지·변경 사유를 확인하 다. 

<표 3-2-59>에 따르면, 지역유형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발생한 사유는 환

경 변화에 따른 부분으로 예산으로 인한 변화와 상하위 계획으로 인한 변

화 다. 예산의 변화로 인한 변동사업의 비중은 광역시에 비해 도가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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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역
구분

계2)

신규·변경·폐지 사업 수

수요
변화

환경변화
민관
협의

목표
달성

사업통
폐합･
이전

기타상하위
계획

전달
체계

예산

전체

합계
383 64 40 23 44 19 13 107 73

(100.0) (16.7) (10.4) (6.0) (11.5) (5.0) (3.4) (27.9) (19.1)

광역시
154 35 10 10 7 12 11 43 26

(100.0) (22.7) (6.5) (6.5) (4.5) (7.8) (7.1) (27.9) (16.9)

도
229 29 30 13 37 7 2 64 47

(100.0) (12.7) (13.1) (5.7) (16.2) (3.1) (0.9) (27.9) (20.5)

저소득 
영역

합계
56 9 6 5 9 4 3 18 2

(100.0) (16.1) (10.7) (8.9) (16.1) (7.1) (5.4) (32.1) (3.6)

광역시
21 5 2 3 - 1 3 7 -

(100.0) (23.8) (9.5) (14.3) ( - ) (4.8) (14.3) (33.3) 　( - )

도
35 4 4 2 9 3 - 11 2

(100.0) (11.4) (11.4) (5.7) (25.7) (8.6) ( - )　 (31.4) (5.7)

노인 
영역

합계
82 18 18 4 10 4 4 20 4

(100.0) (22.0) (22.0) (4.9) (12.2) (4.9) (4.9) (24.4) (4.9)

광역시
40 11 3 3 3 3 2 12 3

(100.0) (27.5) (7.5) (7.5) (7.5) (7.5) (5.0) (30.0) (7.5)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역에서 도의 예산 변화

에 따른 변동 비중이 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상하위 계

획의 변화 는데, 도 변동 사업의 13.1%가 상하위 계획에 따른 변화로 

나타난 반면 광역시는 6.5%에 그쳤다. 이 역시 대부분의 역에서 공통

적으로 해당되었다. 한편 수요 변화에 따른 변동은 광역시가 도에 비해 

높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 운 에 있어 도가 예산이나 상하위

계획에 보다 향을 많이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광역시는 수요 변화에 

반응하여 사업을 계획·운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3-2-59〉 시도의 영역별 지역유형별 신규·변경·폐지 사유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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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역
구분

계2)

신규·변경·폐지 사업 수

수요
변화

환경변화
민관
협의

목표
달성

사업통
폐합･
이전

기타상하위
계획

전달
체계

예산

도
42 7 15 1 7 1 2 8 1

(100.0) (16.7) (35.7) (2.4) (16.7) (2.4) (4.8) (19.0) (2.4)

장애인 
영역

합계
73 10 7 4 15 6 4 18 9

(100.0) (13.7) (9.6) (5.5) (20.5) (8.2) (5.5) (24.7) (12.3)

광역시
28 4 1 2 2 6 4 6 3

(100.0) (14.3) (3.6) (7.1) (7.1) (21.4) (14.3) (21.4) (10.7)

도
45 6 6 2 13 - - 12 6

(100.0) (13.3) (13.3) (4.4) (28.9) ( - ) ( - ) (26.7) (13.3)

아동
청소년 
영역

합계
45 19 - 3 3 - - 8 12

(100.0) (42.2) ( - )　 (6.7) (6.7) ( - ) ( - ) (17.8) (26.7)

광역시
24 11 - - 1 - - 1 11

(100.0) (45.8) ( - ) ( - ) (4.2) ( - ) ( - ) (4.2) (45.8)

도
21 8 - 3 2 - - 7 1

(100.0) (38.1) 　( - ) (14.3) (9.5) ( - ) ( - ) (33.3) (4.8)

여성
보육
가족
영역

합계
107 5 8 3 4 4 2 37 44

(100.0) (4.7) (7.5) (2.8) (3.7) (3.7) (1.9) (34.6) (41.1)

광역시
39 4 3 2 - 2 2 17 9

(100.0) (10.3) (7.7) (5.1) 　( - ) (5.1) (5.1) (43.6) (23.1)

도
68 1 5 1 4 2 - 20 35

(100.0) (1.5) (7.4) (1.5) (5.9) (2.9) ( - )　 (29.4) (51.5)

지역
사회
영역

합계
20 3 1 4 3 1 - 6 2

(100.0) (15.0) (5.0) (20.0) (15.0) (5.0) 　( - ) (30.0) (10.0)

광역시
2 - 1 - 1 - - - -

(100.0) 　( - ) (50.0) ( - )　 (50.0) ( - ) ( - ) ( - ) ( - )

도
18 3 - 4 2 1 - 6 2

(100.0) (16.7) ( - )　 (22.2) (11.1) (5.6) ( - )　 (33.3) (11.1)

주: 1) 세종시는 2기 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2) 시도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통해 변동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의 합을 의미하므로, 전체 신

규·폐지·변경 사업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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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연계성 

앞 절에서는 제2기 본 계획 대비 2014년 연차별 계획 수립에 있어 변

화가 있는 사업(신규, 변경, 폐지)을 중심으로 변화 내역, 변화 사유 등을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연차별 계획과 본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

기 위해 본 계획에서 기획한 지역사업 중 연차별 계획에서도 유지되고 있

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목적의 연계성과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

다. 제2기 본 계획과 2014년 연차별 계획의 사업명이 동일한 경우 유지

사업으로 판단했다. 사업명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본 계획에서 기획한 

사업운 의 방식이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내용상

의 변화를 본 절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유지된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유

지사업의 내역을 파악하는 것 뿐 아니라 사업명과 사업내용은 동일하나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 등 세부적인 사업운 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서 다.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본 계획에서 과도하게 높은 성과목표를 

제시하 으나 당해년도에는 성과목표를 하향 조정하여 달성률을 높이는 

경우, 성과지표를 본 계획 대비 단순하게 바꾸는 경우 등 실질적인 계획 

운 에 있어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반대의 사례로 4개년의 

사업운  노하우 축적 등으로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사업의 효과성

을 높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를 위해 제2기 본 계획서에 기술된 목적 및 성과목표와 2014년도 연

차별 계획서의 수행목표와 성과목표를 분석의 근거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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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영역 사업명 2기 본 계획 목적

N al군 저소득
긴급요보호자 우선 지원
사업

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위해 기
존의 취업관련지원 사업의 재검토 및 전
달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사업 확대

C s구
아동·
청소년

야간 운  보육시설 지원 보육문화 증진

  1.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가. 사업목적의 연계성 

우선 시군구의 본 계획에서 연차별 계획으로 유지된 사업에 대하여 목

적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지역사업들은 본 계획에서 수립한 

목적 내에서 연차별 사업의 수행목표와 성과목표를 일관되게 수립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시군구에서는 연차별 계획의 목표가 

누락되거나 본 계획과는 달리 단순한 산출형태로 목표를 세우거나 혹은 

사업 구분을 일반(보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차별 목표의 기술 측면에서 일부 시군구 지역사업들은 연차별 

계획의 수행목표와 성과목표를 모두 기술하지 않거나 이 중 하나가 누락

되어 본 계획 목적과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나타났다. 물론 

사업별 추진 배경이나 사업 내용에서 사업목적을 유추할 수도 있겠으나,  

본 계획에 맞게 연차별 계획의 추진 방향이 적합한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는 연차별 계획서에도 수행목표와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업목적의 수립과 명시는 사업의 방향, 내용, 추진과

정, 평가의 일련의 과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표 3-3-1〉 시군구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사업목적의 연계성 사례: 목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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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영역 사업명 2기 본 계획 목적

B r구
여성·보육·

가족
여성 리더쉽 강화

여성정책을 반 한 권익증진 및 양성평
등 사회 구현

H au시 지역복지
사회공헌 정보시스템 구
축(지역품앗이 운동 포함)

기부문화 확산 

I ap시 저소득 교육 및 문화 
4년간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다양한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탈빈곤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둘째, 연차별 계획의 성과목표 설정이 본 계획의 목적과 성과목표에 비

춰 성과(outcome) 형태보다는 산출(output) 형태로 제시되는 사례가 종

종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표 3-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멘토링 

사업의 경우, 본 계획 성과목표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 및 정서 지

원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연차별 계획 성과목표에서는 멘토링사업 참여

수를 일차적인 산출 목표로 수립하 다. 노인복지서비스 내실화 사업도 

노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사회참여라는 본 계획의 성과목표에 비해 노

인대학과 경로당 활성화 지원 실적만을 연차별 성과목표로 삼아 본 계획

의 취지와는 다소 상이한 양적 실적만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건전한 가족문화프로그램, 청소년 화합한마당, 위기가정 긴급구

호 사업의 경우도 본 계획의 목표에서 수립한 가족관계 증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간 마련, 상담 및 정보제공서비스 등에 관련된 목표를 수

립하기보다는 참여율, 이용율, 보호가구 수 등 양적 실적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차적인 양적 산출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

니나, 본래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질적 성과를 목표로 삼거

나 혹은 병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바람직하리라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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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시군구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사업목적의 연계성 사례: 산출 형태

시도 시군구 영역 사업명
2기 본 계획 2014 연차별 계획

목적 성과목표 수행목표 성과목표

B b구
아동·
청소년

교육 멘토링 
사업

복지 서비
스 인프라 
구축

저소득층 청소
년의 학습지원 
및 정서적 지원 
확대

교육멘토링 
사업  참여자
수

연간 1,000명 
참여

H ax시 노인
노인 복지서
비스 내실화

여 가 활 동 
활성화

노인들의 건강
약화와 건강한 
노인의 사회활
동 참여 저조로 
인한 다양한 문
제의 해결

노인대학 활
성화
경로당 운  
활성화

5개소지원
350개소지원

H u시
여성·
보육·
가족

건전 가족문
화확산 프로
그램 지원 

안전과 복
지의 증진

관 련 프 로 그 램 
개발과 보급을 
통해 건강 가족
문화확산 및 가
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시
민 참여 확대

연이용 인원
50,000명

M aq시
아동·
청소년

청소년 화합
한마당 운

청소년 역
량강화

길거리 청소년 
건전 놀이문화 
정착, 수능 이
후 학업의 스트
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작은 
문화공간 제공

수능 청소년 
행사참여율

행사참여 목
표치 달성
(600명)

I ap시 저소득
위기가정 긴
급구호 확대

4년간 저소
득층 가구 
48,000여
명에게 기
본적인 생
활 보 장 을 
할 수 있
는 복지서
비스 제공

위기가정 긴급
구호 확대. 불
의의 사고를 당
한 위기가정에 
임 시 보 호 서 비
스, 상담서비스,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여 위기
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 4
년간 50가구 
서비스 제공

보 호 가 구 수 
80가구/연단
위

운 현황  및 
보호 가구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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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부는 본 계획에서는 지역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연차별 계획

에서 보편사업으로 사업구분이 변경된 경우가 나타났다. <표 3-3-3> 같

이, am시 네크워크 운 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사업에서 보편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장애아동청소년 열린학교 운  지역사업에서 보편사업인 

장애인 재활서비스 사업으로 사업 구분이 변경되었다. 또한 여성단체 활

성화 및 여성개발지원 사업도 보편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러한 사업

구분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배경 설명

이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  

〈표 3-3-3〉 시군구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사업목적의 연계성 사례: 사업구분변경

시도 시군구 영역 사업명

O am시 지역복지 am시 네트워크운  지원

O ab군 장애인 장애아동, 청소년 열린학교 운

L ai군 여성·보육·가족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개발 지원

한편, 제시된 본 계획 사업 목적과 연차별 수행목표로 연계성을 구체적

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그 예를 〈표 3-3-4〉에서 보면 취

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강화 사업처럼 연차별 계획에서 지역아동센

터 이용 확대를 수행목표로 삼고, 성과목표는 지역아동센터 운 비 및 종

사자 수당을 성과목표로 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기초푸드뱅크 

운  지원사업은 본 계획에서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목적이 기술된 반면 

연차별 목표에서는 잉여기부자 발굴을 목표로 삼아 상이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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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시군구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사업목적의 연계성 사례: 지표 상이

시도 시군구 사업명
2기 본 계획 2014 연차별 계획

목적 성과목표 수행목표 성과목표

E e구
취약계층 아
동･청소년 복
지 지원 강화

가족친화적 아
동청소년복지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운
지원의 체계화

지역아동센터 
이용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 비 및  종사
자 수당

I v군
기초푸드뱅
크 운

경제적 자립 
및 자활기능 
강화를 통한 
생활안정 기반
구축

잉여식품을 저
소득층에게 지
급하여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 
공동체의식 확
산으로 취약계
층의 의식주 생
활개선 및 안정 
도모

잉여식품 기부
자 발굴 

저소득층 수혜
자 증가

나. 성과지표의 연계성

다음으로는 본 계획에서 2014년 연차별 계획으로 유지되는 지역사업

이 2기 본 계획과 일관되게 연계되는지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양 계획 간의 성과 지표가 일치되는 경향을 보

이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성과지표나 성과목표치가 누락되거나 연차별 

계획에서 성과지표가 다소 상이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과지표가 누락된 경우이다. 사업의 

성과지표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발견되어 연계성을 판단

하기 어려웠다. 성과지표는 성과목표나 달성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바, 유지사업의 경우 본 계획에서 명시한 성과지표를 

연차별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사업 추진과 달성에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연차별 계획에 명확한 성과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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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시를 요하며, 부차적으로는 성과목표치에 단위 명시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계획서 작성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간 성과지표가  

다소 상이하게 달라지거나 성과지표의 수가 줄어든 경우이다. 그 예로 s

구의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의 경우, 2기 본 계획에서 달성할 성과목표

치는 이용률을 설정하 으나, 연차별 계획에서는 집행액으로 달라졌고, 

희망 s구 행복은행 사업에서도 본 계획서의 성과지표는 후원자 수 및 후

원금액으로 삼았다가, 연차별 계획에서는 이용자 만족도로 성과지표를 

변경하 다. 또한 o군의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강화 사업은 본 계획상 성

과지표는 참가 경로당 수, 프로그램 수, 이용자만족도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하 는데, 연차별 계획에서는 경로당 수로만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af시의 고용취약계층 고용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의 경우, 본 계획 성과목표치는 취업률인데 반해 연차별 성과목표치를 일

자리 박람회로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다. 

〈표 3-3-5〉 시군구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성과지표의 연계성 사례: 지표변경

시도 시군구 사업명
2기 본 계획 2014 연차별 계획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C s구 경로당 개보수 지원 개보수 실적 이용율 집행액
개보수 실적
100%

C s구 희망s 행복은행사업
후원자 수 
및 후원금액

-
이용자 
만족도

1,200백만원

O o군
경로당 활성화 프로
그램 지원

참가경로당
수, 프로그
램 수, 만족
도 등

- 경로당 수 -

I af
고용취약계층고용서
비스네트웤구축 

-
취업률 10%

제고 
취업자 수 일자리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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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과지표가 사업 특성을 적절하게 반 한 지표로 설정되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앞서 사업목적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체로 측정이 용이한 

양적인 산출지표를 변경, 설정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표 3-3-6〉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au시의 아동 심리정서 진단 및 치료비 지원사

업의 경우 본 계획에서는 심리적 안정감 증가 아동 수로 질적인 성과 지

표가 제시되었는데, 연차별 계획에서는 진단 및 치료비 증가율로 양적 지

표로 변경하고 있다. 또한 au시의 양성평등의식교육 사업에서도 본 계획

의 양성평등 지수 증가율 지표가 연차별 계획에서는 누락되고, 교육 횟수

와 만족도로만 설정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표 3-3-6〉 시군구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성과지표의 연계성 사례: 양적지표화

시도 시군구 영역 사업명

2기 본 계획 2014 연차별 계획

성과지표
2014년도
성과목표치

성과지표
2014년도
성과목표치

H au시
아동

청소년
심리정서 진단
및 치료비 지원

전년대비 심
리적 안정감
이 증가된 
아동 수

심리적 안정
감 전년도 대
비 5% 증가

진단 및 
치료비 
증가율

진단 및 
치료비 

증가율 5%

H au시
여성
보육
가족

양성평등의식
교육

전년대비 교
육 참여자 
증가수
전년대비 교
육만족도 점
수 증가율
전년대비 양
성평등의식 
지수 증가율

전년대비 교
육 참여자 증
가 수
전년대비 교
육만족도 점
수 증가율
전년대비 양
성 평 등 의 식 
지수 증가율

교육 횟수,
만족도

교육 횟수 
75회 

교육만족도 
70%

이처럼 본 계획에서 설정한 성과지표를 연차별 계획에서 변경하는 것

은 환경 및 욕구 변화에 따른 초기계획을 보완하거나 대응하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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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근거 없이 측정의 편의

성이나 평가의 수월성 등을 이유로 성과지표를 줄이거나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과지표는 계획된 사업의 중장기 계획의 방향 설정과 

목표달성 과정에 중요한 기준점이기에 사업목적 수립부터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성과

지표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예산계획의 연계성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상 유지되는 지역사업의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

해 제2기 본 계획에 기술된 투입 예산과 2014년도 연차별 계획의 수립 

예산을 근거로 예산의 연계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예산의 연계성은 예

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양 계획간 예산･비예산 유형에 변동

이 있는지, 이러한 예산 변동에 어떤 사업들이 해당는가를 분석해 보았

다. 또한 지역사업에서 비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파악하 다. 지역

사업에서 예산은 사업의 추진과 실효성에 지대한 향을 미치는 요소로,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지속적인 추진과 달성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비예산 사업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사업으로 공모의 방식이나 모금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운 하는 사

업을 의미하는데, 그간 비예산 사업은 정부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내용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다양

한 방식의 재원확보를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사업을 운 하는 비예산 사업

은 지역 자체의 자원연계, 민관 협력이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주체

의 참여를 매개로 지역복지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하

여 검토해볼 필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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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예산 연계성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의 예산･
비예산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일부 사업들은 

비예산사업에서 예산사업으로 혹은 예산사업에서 비예산사업으로 변경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예산계획의 연계성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예산 사업

에서 비예산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자활근로 채용 확대 사업, 청소년 비행 예방 해우 프로그

램 실시, 맞춤형 건강관리, SOS 긴급지원센터 구축 운 , 시니어클럽운

, 장애인 부모 상담 등 각 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예산 사

업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를 보면, 대부분 지역 자체 지역자활

센터, 청소년 기관, 보건소 등 기존 지역 내 타기관 프로그램을 활용하도

록 편입되거나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인해 민간 협력 형태로 사업을 진행

하며 비예산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3-3-7〉 시군구 예산의 연계성 사례: 비예산 사업으로의 변경

시도 시군구 영역 사업명

L l시 저소득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자활근로 채용 확대

I ap시 아동·청소년 청소년비행예방 해우 프로그램 실시

F f구 보건의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H ae시 지역복지 SOS ae시 긴급지원센터(가칭) 구축 운

H h시 노인 시니어클럽 운

C c구 장애인 장애인 부모 상담

한편 비예산사업에서 예산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다양한데, 지역사

회복지협의체 역할 강화, 노인학대 예방과 발굴을 위한 홍보교육사업 강

화, 다같이 누리는 건강평등 도시, 지역아동센터 예체능 활동 강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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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  활성화 등 새롭게 등장한 지역의 욕구와 관

련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민관 협력, 학대문

제, 건강권, 문화체험, 사회복지통합정보 제공 등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연계된 것

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3-3-8〉 시군구 예산 연계성의 사례: 예산사업으로의 변경

시도 시군구 영역 사업명

F f구 지역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 강화

C c구 노인 노인학대예방과 발굴을 위한 홍보교육사업 강화

M z시 보건의료 다 같이 누리는 건강평등 도시

H au시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예체능 활동 강화

M aq시 지역복지 OK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  활성화

다음으로 본 계획과 연차별계획에서 비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비예산사업은 주로 민간 자원 발굴 및 연계, 민

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공조직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달체계 개편, 정보 

교육 안내, 조사 및 평가분석, 프로그램 개발, 자체 지역자활센터 프로그

램 운  등과 관련된 특징을 띤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전문자원봉사 

인력 활성화, 기부문화조성 및 활성화, 이웃사랑 나눔사업 추진, 동주민

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 청소년관련 기관 통합네트워크, 정보화

능력 향상 교실 운 , 보건복지연계 욕구조사 및 연계체계 개발, 자활사

업 참여자 세분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비예산사업은 지역의 참여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자원 발굴이나 지역내 

다양한 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보완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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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긍정적이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비예산사업으로 지역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공공복지 역을 보완하고 틈

새를 메꾸고 민관협력의 참여형 지역복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3-3-9〉 시군구 비예산 사업 내용

시도 시군구 영역 사업명

M aq시 지역복지 전문자원 봉사인력 활성화

H h시 지역복지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

B b구 지역복지 이웃사랑 나눔사업 추진

B ad구 지역복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

B b구 아동·청소년 청소년관련기관 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

J j군 지역특화 정보화능력 향상교실 운

H au시 보건의료 보건복지 연계분야 욕구조사 및 연계체계 개발

E e구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자 세분화

이상에서 지역사업에서 본 계획 예산과 연차별 계획의 예산의 연계성

을 살펴본 결과, 지역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사업에서 비예산 비중이 

상당하고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다양한 주민 

참여 확보가 중요한 목적이므로 자원 연계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간 

자원 동원으로서 비예산 사업은 지역복지 활성화에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역사업에서 예산확보는 사업의 실효성과 확산에 지대한 

향을 미치는 바, 필수 복지 역에 대한 공적 예산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 사각지대나 새로운 욕구에 대한 민간의 협력 

기능으로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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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가. 시도 지역사업의 연계성 분석

다음으로는 시도 지역사업의 연계성 분석을 실시하 다. 시군구 분석

과 마찬가지로 제2기 본 계획과 2014년 연차별 계획에서 사업명이 변화

되지 않고 유지된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그 연계성을 확인해보았다.26)

<표 3-3-10>과 같이 16개 시도에서 제2기 본 계획에서 기획한 2014

년의 지역사업의 총 수는 923개로 나타났으며, 2014년 연차별 계획에서 

작성한 지역사업의 수는 935개로 나타나 연차별 계획에서 근소한 차이로 

사업의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기 본 계획과 2014년 연차별 

계획의 사업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사업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416

개 사업으로 45.1%의 유지율을 보 다. 즉 절반에 가까운 지역사업이 본 

계획에서 기획한 사업명을 유지한 반면, 나머지 절반의 사업은 사업명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27)

이를 역별로 살펴보면, 지역특화 역에서 본 계획 대비 연차별 계획

에서 71.4%의 사업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유지율이 높은 역

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사업의 절대적인 숫자가 다른 역과 비교하여 적

은 수치(14개)이나, 지역특화 역의 구성이 지침에서 정해준 역 외에 

각 시도에서 독자적으로 역을 구성·운 하는 사업을 합한 역임을 고

26) 시도의 신규·변동·폐지 사업 분석과 달리 유지사업의 분석은 지역사업만을 대상으로 하
다. 지역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재량적인 사업유지 여부에 대한 의지가 반 될 수 있

지만, 보편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유지한다면 지자체에서도 해당사업을 유지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27) 사업명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본 계획에서 기획한 사업운 의 방식이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상의 변화는 본 절의 “나. 시도 유지사업의 내용 분
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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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다면, 자체적으로 역을 구성하여 기획한 사업에 대한 유지율이 높

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 역의 경우, 본 계획에

서 기획한 130개의 사업 중 76개의 사업이 유지, 58.5%의 유지율을 나

타냈으며, 보건의료 역은 35개의 사업 중 20개가 유지, 57.1%로 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역 역시 125개의 사업 중 64개가 유

지되어 51.2%의 유지율을 보 다. 이렇게 8개의 역 중 절반인 4개의 

역이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의 유지율을 보인 역으로 확인되었다. 한

편 지역사회 역의 경우에는 61개의 사업 중 22개만 유지, 36.1%의 낮

은 유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저소득 역은 131개의 사업 중 33개의 사

업만이 14년 연차별 계획서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8개 역 중 가

장 낮은 25.2%의 유지율을 기록하 다.

〈표 3-3-10〉 영역별 유지사업의 분포 

(단위: 개. %)

영역
2기 본 계획

사업 수
2014년 연차별 계획 

사업 수
유지사업의 수2)

(%)

저소득 131  90 33 (25.2)

노인 125 127 64 (51.2)

장애인 183 178 88 (48.1)

아동·청소년 130 134 76 (58.5)

여성·보육·가족 244 299 103 (42.2)

보건의료  35  46 20 (57.1)

지역사회  61  50 22 (36.1)

지역특화  14  11 10 (71.4)

계 923 935 416 (45.1)

주: 1) 세종시는 2기 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2) 유지사업이란, ‘2기 본 계획의 14년도의 지역사업’ 과 ‘2014년 연차별계획의 지역사업’을 비

교했을 때, 사업명이 그대로 유지된 사업의 총수임. 괄호안의 수치는 2기 본 계획 대비 연차별 
계획의 유지사업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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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역
구분

2기 본 계획
사업 수

2014년 
연차별 계획 

사업 수

유지사업의 수2)

(%)

계

합계 923 935 416 (45.1)

광역시 483 413 229 (47.4)

도 440 522 187 (42.5)

저소득

합계 131 90 33 (25.2)

광역시 63 32 17 (27.0)

도 68 58 16 (23.5)

다음은 지역의 유형을 광역시와 도로 구분하여, 역별 유지사업 비율

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이다. 전체 지역사업을 보면 광역시의 경우 

483개의 사업 중 229개가 유지사업으로 나타나 47.4%의 유지율을 보이

며, 도는 440개 사업 중 42.5%인 187개의 사업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나 근소하지만 광역시가 도에 비해 사업 유지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개의 역 중 절반 가량의 역은 지역별 유지사업 비율의 차이가 적

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절반은 지역별 비율의 차이가 상대

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차이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역

은 보건의료 역으로서 광역시는 78.9%의 유지율을 보이나, 도의 경우 

31.3%로 광역시에 비해 절반 미만의 유지율을 나타냈다. 다음은 아동·청

소년 역으로 광역시는 46.7%의 유지율을 보 으나, 도는 68.6%의 사

업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역은 광역시가 59.4%

로 도(35.6%)에 비해 유지사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1〉 영역 및 지역별 유지사업의 분포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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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역
구분

2기 본 계획
사업 수

2014년 
연차별 계획 

사업 수

유지사업의 수2)

(%)

노인

합계 125 127 64 (51.2)

광역시 64 68 32 (50.0)

도 61 59 32 (59.4)

장애인

합계 183 178 88 (48.1)

광역시 96 99 57 (59.4)

도 87 79 31 (35.6)

아동
청소년

합계 130 134 76 (58.5)

광역시 60 50 28 (46.7)

도 70 84 48 (68.6)

여성
보육
가족

합계 244 299 103 (42.2)

광역시 122 100 54 (44.3)

도 122 199 49 (40.2)

보건
의료

합계 35 46 20 (57.1)

광역시 19 25 15 (78.9)

도 16 21 5 (31.3)

지역
사회

합계 61 50 22 (36.1)

광역시 45 28 16 (35.6)

도 16 22 6 (37.5)

지역
특화

합계 14 11 10 (71.4)

광역시 14 11 10 (71.4)

도 - - -  ( - )

주: 1) 세종시는 2기 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2) 유지사업이란, ‘2기 본 계획의 14년도의 지역사업’ 과 ‘2014년 연차별계획의 지역사업’을 비

교했을 때, 사업명이 그대로 유지된 사업의 총수임. 괄호안의 수치는 2기 본 계획 대비 연차별 
계획의 유지사업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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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도 유지사업의 내용 분석

다음은 유지사업에 대하여 본 계획에서 기획된 사업의 내용이 어느 정

도 수준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동일

한 사업명을 가지고 유지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에서 기획된 세부

적인 사업 내용이 동일하게 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러한 사업 내용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에서 작성한 계획서의 성과

목표, 성과지표, 예산의 변동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 다. 성과목표의 

변동이란 본 계획의 성과목표와 14년도 연차별계획에서 작성한 사업목표

를 분석하여 기존에 설정한 목표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결과이며, 

성과지표의 변동은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지표상의 변화를 확인한 것이다. 예산 변동은 본 계획에서 설정한 

예산의 변화가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하나의 사업에서 하나의 변동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의 변동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우선 전 역의 유지사업은 416개 으며, 이 중 77.4%인 322개의 사

업이 사업 내용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의 내용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예산의 변동이 있는 사업이 262개로 전체 유지사업의 63.0%

를 차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성과지표의 변동

(13.5%)로 나타났으며, 성과목표에 변화를 겪은 사업은 4개로 유지사업

의 1%를 차지하며 높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 다. 

역별로 살펴보면, 지역특화 역(110.0%), 지역사회 역(90.9%), 

노인 역(90.6%)의 경우 유지사업의 90% 이상이 세부 내용의 변화가 있

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역(84.8%), 아동·청소년 역

(80.8%), 보건의료 역(80.6%)도 80% 이상의 유지사업이 사업 세부 내

용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역과 여성·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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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각각 67.0%가 세부 내용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본 계획에서 기획한 세부 사업내용의 큰 변화 없이 연차별

계획에서 진행한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에 대한 변동이 적으며 예산이 유

지되거나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성과목표나 지표가 변화된 사업의 

경우 예산이 삭감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3-12〉 영역별 유지사업의 내용

(단위: 개. %)

영역
유지사업의 

수3)

세부 변동 내역

계4) 성과목표 
변동5)

성과지표 
변동

예산 변동

저소득 33 (100.0) 28 (84.8) 1 (3.0) 7 (21.2) 20 (60.6) 

노인 64 (100.0) 58 (90.6) 3 (4.7) 12 (18.8) 43 (67.2) 

장애인 88 (100.0) 59 (67.0) - - 15 (17.0) 44 (50.0) 

아동·청소년 76 (100.0) 61 (80.3) - - 7  (9.2) 54 (71.1) 

여성·보육·가족 103 (100.0) 69 (67.0) - - 9  (8.7) 60 (58.3) 

보건의료 20 (100.0) 16 (80.0) - - 3 (15.0) 13 (65.0) 

지역사회 22 (100.0) 20 (90.9) - - 1  (4.5) 19 (86.4) 

지역특화 10 (100.0) 11 (110.0) - - 2 (20.0) 9 (90.0) 

계 416 (100.0) 322 (77.4) 4 (1.0) 56 (13.5) 262 (63.0) 

주: 1) 세종시는 2기 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2) 유지사업 수란, ‘2기 본 계획의 14년도의 지역사업’ 과 ‘2014년 연차별계획의 지역사업’을 비

교했을 때, 사업명이 그대로 유지된 사업의 총수임. 
    3) 세부 변동 내역의 계란 유지사업 중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의 변동이 있는 사업의 합을 의미

함. 각 변동은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변동이 없는 사업은 별도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세부 변동 내역 사업의 합은 유지사업의 수와 일치하지 않음. 

    4) 성과목표는 본 계획의 성과목표와 14년 연차별 계획의 수행목표를 비교 분석하여 변동여부를 
확인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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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역별로 유지사업의 변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저소득 영역

저소득 역의 경우, 광역시가 도에 비해 유지사업의 세부 변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광역시 저소득사업의 특징은 사업의 예산

이 본 계획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며 당해년도 예산 형

편에 따라 증감해 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과목표 자체를 변경하

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3-3-13〉 지역별 유지사업의 내용: 저소득 영역 

(단위: 개. %)

지역
구분

유지사업의 수3)

세부 변동 내역

계4) 성과목표 
변동5)

성과지표 
변동

예산 변동

계 33 (100.0) 28  (84.8) 1 (3.0) 7 (21.2) 20 (60.6) 

광역시 17 (100.0) 17 (100.0) - ( - ) 5 (29.4) 12 (70.6) 

도 16 (100.0) 11  (68.8) 1 (6.3) 2 (12.5) 8 (50.0) 

주: 1) 세종시는 2기 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2) 유지사업 수란, ‘2기 본 계획의 14년도의 지역사업’ 과 ‘2014년 연차별계획의 지역사업’을 비

교했을 때, 사업명이 그대로 유지된 사업의 총수임. 
    3) 세부 변동 내역의 계란 유지사업 중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의 변동이 있는 사업의 합을 의미

함. 각 변동은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변동이 없는 사업은 별도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세부 변동 내역 사업의 합은 유지사업의 수와 일치하지 않음. 

    4) 성과목표는 본 계획의 성과목표와 14년 연차별 계획의 수행목표를 비교 분석하여 변동여부를 
확인하 음. 

예산 변동 사업의 구체적 예로는 본 계획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이 예산 사업으로 변경되거나(반대의 경우거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과지표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A광역시의 ‘수요맞춤형 나눔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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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본 계획에서는 기부업체와 서비스이용

자의 일정 숫자를 성과지표로 설정하 으나, 14년도 연차별계획에는 사

업의 자원공유로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경우도 발견되었고, I도의‘ 빈곤사

각지대 적극 발굴 보호사업’의 경우 당초 본 계획에서는 지원가구 만족도

를 성과지표로 설정하 으나 연차별계획에서는 단순 지원 가구 수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유지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노인영역

노인 역의 경우, 광역시 전체 유지사업 중 96.9%가 세부 내역의 변동

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도는 84.4%의 사업이 변화를 겪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표 3-3-14〉 지역별 유지사업의 내용: 노인 영역 

(단위: 개. %)

지역
구분

유지사업의 수3)

세부 변동 내역

계4) 성과목표 
변동5)

성과지표
변동

예산 변동

계 64 (100.0) 58 (90.6) 3 (4.7) 12 (18.8) 43 (67.2) 

광역시 32 (100.0) 31 (96.9) 2 (6.3) 6 (18.8) 23 (71.9) 

도 32 (100.0) 27 (84.4) 1 (3.1) 6 (18.8) 20 (62.5) 

주: 1) 세종시는 2기 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2) 유지사업 수란, ‘2기 본 계획의 14년도의 지역사업’ 과 ‘2014년 연차별계획의 지역사업’을 비

교했을 때, 사업명이 그대로 유지된 사업의 총수임. 
    3) 세부 변동 내역의 계란 유지사업 중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의 변동이 있는 사업의 합을 의미

함. 각 변동은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변동이 없는 사업은 별도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세부 변동 내역 사업의 합은 유지사업의 수와 일치하지 않음. 

    4) 성과목표는 본 계획의 성과목표와 14년 연차별 계획의 수행목표를 비교 분석하여 변동여부를 
확인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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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가 변화한 사업으로 B광역시의 안정적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요양시설 추가 확충 사업’은 본 계획에서 시설 신축을 성과목표

로 제시하 으나, 14년 연차별계획에서는 단순 보조금 지급으로 목표를 

변동하여, 사업의 명칭은 같으나 사업의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성과지표의 변동과 관련하여 C광역시의 ‘노인일자리 확대 및 효율적인 

일자리정보 제공 사업’은 본 계획에서 성과지표를 고령자 편의 중심 개편

으로 설정하 으나, 연차별계획에서는 단순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파악

하는 등 직접 성과를 측정하기 보다는 산출이 용이한 지표로 변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도 역시 노인 여가 프로그램지원사업의 본 계획 성과지

표는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실적’이었으나 연차별계획에서는 ‘시설이용

자 수’로 변경하 다. 반대로 성과지표를 상향 조정한 경우도 있는데, I도

의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 및 생활지원’ 사업의 경우는 본 계획에서 서비

스 제공 시설 200개소를 목표로 했으나, 연차별 계획에서 예산이 감액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20개소가 증가한 220개소를 목표치로 설정하 다.

  3) 장애인 영역

다음은 장애인 역 유지사업의 변동내역으로서, 도의 경우 유지사업 

대비 변동사업의 비중이 93.5%로 광역시(52.6%)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특히 도의 성과지표 변동비율은 광역시 3.5%에 비해 매우 높

은 41.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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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5〉 지역별 유지사업의 내용: 장애인 영역 

(단위: 개. %)

지역
구분

유지사업의 수3)

세부 변동 내역

계4) 성과목표 
변동5)

성과지표 
변동

예산 변동

계 88 (100.0) 59 (67.0) - ( - ) 15 (17.0) 44 (50.0) 

광역시 57 (100.0) 30 (52.6) - ( - ) 2  (3.5) 28 (49.1) 

도 31 (100.0) 29 (93.5) - ( - ) 13 (41.9) 16 (51.6) 

주: 1) 세종시는 2기 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2) 유지사업 수란, ‘2기 본 계획의 14년도의 지역사업’ 과 ‘2014년 연차별계획의 지역사업’을 비

교했을 때, 사업명이 그대로 유지된 사업의 총수임. 
    3) 세부 변동 내역의 계란 유지사업 중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의 변동이 있는 사업의 합을 의미

함. 각 변동은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변동이 없는 사업은 별도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세부 변동 내역 사업의 합은 유지사업의 수와 일치하지 않음. 

    4) 성과목표는 본 계획의 성과목표와 14년 연차별 계획의 수행목표를 비교 분석하여 변동여부를 
확인하 음. 

I도의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 확대’사업의 경우 성과지표가 사업 수행

기관 2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변경되었으며, K도의 경우 ‘장애인 신문구

독 지원사업’은 본 계획의 성과지표에서 기획되지 않았던 만족도 조사를 

연차별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발견되었

다. 반면 K도의 ‘장애인심부름센터 운  사업’은 본 계획의 성과지표 던 

만족도 조사가 연차별계획에서는 제외되고 이용자 수만을 성과지표로 삼

았으며, E도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시군센터 운 사업’의 경우 본 계

획의 성과지표를 대폭 축소하는 등 지자체에서 성과지표는 사업운 의 

상황에 따라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변동의 경우에도 단순 예산의 증가나 삭감 뿐 아니라 부담 비율의 

변경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O도의 ‘장애인 주야간 안심돌봄사업’ 예산의 

경우 본 계획에서의 도비 부담비율은 80% 으나, 연차별계획에서는 시

군의 부담비율이 80%로 변경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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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동·청소년 영역

아동·청소년 역의 경우 유지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는 큰 변동이 없

었으나 예산 역의 변동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는 예산 변동 사업

만이 발견되었으며 89.3% 고, 도의 경우는 유지사업의 60.4%가 예산

이 변경되고, 14.6%는 성과지표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6〉 지역별 유지사업의 내용: 아동·청소년 영역 

(단위: 개. %)

지역
구분

유지사업의 수3)

세부 변동 내역

계4) 성과목표 
변동5)

성과지표 
변동

예산 변동

계 76 (100.0) 61 (80.3) - ( - ) 7  (9.2) 54 (71.1) 

광역시 28 (100.0) 25 (89.3) - ( - ) -  ( - ) 25 (89.3) 

도 48 (100.0) 36 (75.0) - ( - ) 7 (14.6) 29 (60.4) 

주: 1) 세종시는 2기 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2) 유지사업 수란, ‘2기 본 계획의 14년도의 지역사업’ 과 ‘2014년 연차별계획의 지역사업’을 비

교했을 때, 사업명이 그대로 유지된 사업의 총수임. 
    3) 세부 변동 내역의 계란 유지사업 중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의 변동이 있는 사업의 합을 의미

함. 각 변동은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변동이 없는 사업은 별도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세부 변동 내역 사업의 합은 유지사업의 수와 일치하지 않음. 

    4) 성과목표는 본 계획의 성과목표와 14년 연차별 계획의 수행목표를 비교 분석하여 변동여부를 
확인하 음. 

E광역시의 경우, 아동·청소년 역의 비예산사업 2개를 제외하고 6개 

사업 모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N도에서는 14개 유지

사업 중 9개의 사업은 예삭이 대폭 삭감되었고, 4개 사업은 본 계획에서 

비예산사업이었으나 연차별계획에서 예산사업으로 변경되는 등의 변화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행사 관련 사업의 경우, 본 계획에

서는 성과지표로 ‘만족도’나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등을 제시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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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차별 계획에서는 단순 ‘행사 참석 인원’으로 변경한 지역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O도 어린이 큰잔치 사업, 아동건전육성 행사지원 사업 등). 

  5) 여성·보육·가족 영역

여성·보육·가족 역의 유지사업 중 변동 비율은 도가 71.4%로 광역

시(63.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의 경우 성과지표의 변

동 비율이 16.3%로 광역시(1.9%) 보다 높은 수치이다. 

〈표 3-3-17〉 지역별 유지사업의 내용: 여성·보육·가족 영역 

(단위: 개. %)

지역
구분

유지사업의 수3)

세부 변동 내역

계4) 성과목표 
변동5)

성과지표 
변동

예산 변동

계 103 (100.0) 69 (67.0) - ( - ) 9  (8.7) 60 (58.3) 

광역시 54 (100.0) 34 (63.0) - ( - ) 1  (1.9) 33 (61.1) 

도 49 (100.0) 35 (71.4) - ( - ) 8 (16.3) 27 (55.1) 

주: 1) 세종시는 2기 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2) 유지사업 수란, ‘2기 본 계획의 14년도의 지역사업’ 과 ‘2014년 연차별계획의 지역사업’을 비

교했을 때, 사업명이 그대로 유지된 사업의 총수임. 
    3) 세부 변동 내역의 계란 유지사업 중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의 변동이 있는 사업의 합을 의미

함. 각 변동은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변동이 없는 사업은 별도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세부 변동 내역 사업의 합은 유지사업의 수와 일치하지 않음. 

    4) 성과목표는 본 계획의 성과목표와 14년 연차별 계획의 수행목표를 비교 분석하여 변동여부를 
확인하 음. 

J도의 경우 ‘공무원 성별 향분석평가 교육사업’은 성과지표로 ‘양성

평등 의식 지수’를 활용하고자 본 계획에서 기획했으나 ‘교육인원 수’로 

변경되었고, ‘한국어 교육 강화사업’의 경우도 본 계획에서의 ‘만족도’를 

제시하 으나, 연차별 계획에서는 ‘교육 참여자 수’로 변경하 다. K도의 

경우 ‘결혼이민자 친정 부모초청 및  모국 방문 지원확대사업’의 성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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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 ‘가족결속력 파악’이 연차별계획에서는 제외되었고 ‘이주민 취업교

육프로그램 보급사업’도 성과지표인 ‘취업률’이 본 계획에서만 포함되는 

등 지표상의 변동이 두드러졌다. 

  6) 보건의료 영역

보건의료 역은 광역시, 도 모두 유지사업 중 변동사업 비율이 80.0%

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예산 변동 사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도는 성과지표 변동 사업의 비중이 높았다. 

〈표 3-3-18〉 지역별 유지사업의 내용: 보건의료 영역 

(단위: 개. %)

지역
구분

유지사업의 수3)

세부 변동 내역

계4) 성과목표 
변동5)

성과지표 
변동

예산 변동

계 20 (100.0) 16 (80.0) - ( - ) 3 (15.0) 13 (65.0) 

광역시 15 (100.0) 12 (80.0) - ( - ) 1  (6.7) 11 (73.3) 

도 5 (100.0) 4 (80.0) - ( - ) 2 (40.0) 2 (40.0) 

주: 1) 세종시는 2기 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2) 유지사업 수란, ‘2기 본 계획의 14년도의 지역사업’ 과 ‘2014년 연차별계획의 지역사업’을 비

교했을 때, 사업명이 그대로 유지된 사업의 총수임. 
    3) 세부 변동 내역의 계란 유지사업 중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의 변동이 있는 사업의 합을 의미

함. 각 변동은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변동이 없는 사업은 별도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세부 변동 내역 사업의 합은 유지사업의 수와 일치하지 않음. 

    4) 성과목표는 본 계획의 성과목표와 14년 연차별 계획의 수행목표를 비교 분석하여 변동여부를 
확인하 음. 

사례를 살펴보면 A광역시의 ‘시립병원 통합운 체계 구축사업’으로 본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서비스 질 평가에 대한 성과가 연차별계획에서는 

삭제되었다. 한편 성과목표가 상향 설정된 경우도 파악되는데, 0도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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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본 계획에서의 의료원 2개소, 병실 60개소가 연차

별 계획에서는 18개의 의료기관과 병실 56개, 병상 329개로 변경되었

다. 성과지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도 발견되는데, ‘중증장애인 전문치과 

개설 사업‘은 성과지표가 중증장애인 전문치과 1개소에서 중증장애인 치

과 진료 500명으로 변경되었다.

  7) 지역사회 영역

지역사회 역의 경우, 광역시의 유지사업 전체가 예산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경우 유지사업의 절반이 예산변동을, 1개의 사업은 성과

지표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를 살펴 보면, O도의 ‘복지

상담클리닉 운 사업’은 성과지표로 4000건의 상담량을 본 계획에서 제

시하 으나, 연차별 계획에서는 1000건으로 축소, 제시하 다. 

〈표 3-3-19〉 지역별 유지사업의 내용: 지역사회 영역

(단위: 개. %)

지역
구분

유지사업의 수3)

세부 변동 내역

계4) 성과목표 
변동5)

성과지표 
변동

예산 변동

합계 22 (100.0) 20  (90.9) - ( - ) 1  (4.5) 19  (86.4) 

광역시 16 (100.0) 16 (100.0) - ( - ) -  ( - ) 16 (100.0) 

도 6 (100.0) 4 (66.7) - ( - ) 1 (16.7) 3  (50.0) 

주: 1) 세종시는 2기 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2) 유지사업 수란, ‘2기 본 계획의 14년도의 지역사업’ 과 ‘2014년 연차별계획의 지역사업’을 비

교했을 때, 사업명이 그대로 유지된 사업의 총수임. 
    3) 세부 변동 내역의 계란 유지사업 중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의 변동이 있는 사업의 합을 의미

함. 각 변동은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변동이 없는 사업은 별도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세부 변동 내역 사업의 합은 유지사업의 수와 일치하지 않음. 

    4) 성과목표는 본 계획의 성과목표와 14년 연차별 계획의 수행목표를 비교 분석하여 변동여부를 
확인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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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역특화 영역

도의 지역특화 지역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의 경우 A

광역시는 노숙자 부랑인 사업을 지역특화 역으로 두고 있으며, 본 계획 

대비 모두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20〉 지역별 유지사업의 내용: 지역특화 영역

(단위: 개. %)

지역
구분

유지사업의 수3)

세부 변동 내역

계4) 성과목표 
변동5)

성과지표 
변동

예산 변동

합계 10 (100.0) 11 (110.0) - ( - ) 2 (20.0) 9 (90.0) 

광역시 10 (100.0) 11 (110.0) - ( - ) 2 (20.0) 9 (90.0) 

도 -  ( - ) -  ( - ) - ( - ) -  ( - ) -  ( - )

주: 1) 세종시는 2기 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2) 유지사업 수란, ‘2기 본 계획의 14년도의 지역사업’ 과 ‘2014년 연차별계획의 지역사업’을 비

교했을 때, 사업명이 그대로 유지된 사업의 총수임. 
    3) 세부 변동 내역의 계란 유지사업 중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의 변동이 있는 사업의 합을 의미

함. 각 변동은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변동이 없는 사업은 별도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세부 변동 내역 사업의 합은 유지사업의 수와 일치하지 않음. 

    4) 성과목표는 본 계획의 성과목표와 14년 연차별 계획의 수행목표를 비교 분석하여 변동여부를 
확인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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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자체 자체사업의 분석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 

작성한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보고서에 제시된 자체사업을 

분석하 고,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업유형을 분류하 다. 

첫 번째 방법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매뉴얼에 제시된 사업 역으로, 

이는 주로 사업의 수혜대상에 따라 ①저소득, ②노인, ③장애인, ④아동청

소년, ⑤여성가족, ⑥다문화, ⑦지역사회복지, ⑧보건의료, ⑨기타의 9개

의 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 방법은 사업의 내용과 성격보다는 주

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사업의 내용과 성

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는 매뉴얼의 역과는 별도로 사업의 

내용에 따른 분석을 위해 별도의 사업범주를 활용하 다. 사업의 내용에 

따른 구분을 위한 기준으로는 강혜규, 함 진, 권소일, 김지민, 오다은, 

민진아(2015)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개 범주의 82개 사업유형을 

활용하 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의 범위(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28)를 기초로 사업의 기능과 내용

을 기준으로 10개 범주29), 82개 사업으로 분류체계를 정리하 다. 여기

서 10개 범주는 중앙 사회보장사업의 분류 기준과 동일하며, 구체적인 분

류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다. 

28) ‘환경’ 부문은 해당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분류에서 제외하 다.
29) 강혜규, 함 진 등(2015)은 10개 ‘ 역’이라고 표현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

계획 매뉴얼의 9개 사업 역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역은 매뉴얼의 기준을, 
사업범주는 강혜규의 기준에 의한 사업 분류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 다.



138 2015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센터 운영 보고서

영역 사업 유형 영역 사업 유형

보호

돌봄

 1 아동 돌봄 지원

교육

43 학비(등록금-입학금) 지원

 2 아동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지원 44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3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 45 교육비(생활관련) 지원

 4 보육료 지원 46 장학금 지원

 5 보육교사 지원 47 학습 지원(공부방 포함)

 6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 48 장애인 교육 지원

 7 지역아동센터 지원 49 평생교육

 8 아동 급식

건강

의료

50 건강검진 지원

 9 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 지원 51 건강보험료 지원

생활

지원

10 식사 지원 52 의료비 지원

11 위생 지원 53 장애인 의료재활-치료 지원

12 생활용품 지원 54 건강증진 지원

13 이동 지원 55 보장구 지원

14 언론매체 접근 지원
요양

돌봄

56 가사돌봄요양 서비스(비용) 지원

15 상담멘토링-심리정서 지원 5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6 폭력 피해-예방 지원 58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7.1 장수수당, 효도수당, 장수 축하

주거

59 주거비 지원

17.3 장수 축하 60 주거자금 대출

17.5 효도수당 61 주택시설 개선

18 명절생일축하위문 62 에너지(난방) 지원

19 결혼장려 지원

고용

63 일자리 지원

20 출산장려 지원 64 창업 지원

21 장례 지원･묘비 정리 65 직업능력-교육

22 재가노인 서비스 종합지원 66 자활근로 지원

23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67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24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68 장애인 일자리

25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지원 69 노인 일자리

26 장애아동 재활-복지 지원`

문화

여가

70 여가･문화활동 지원(노인)

27 가족여성 복지 프로그램 지원 71 여가･문화활동 지원(성인)

28 여성 사회참여 권익증진 지원 72 여가･문화활동 지원(아동청소년)

29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 73 여가･문화활동 지원(장애인)

30 노숙인 지원 74 경로당 운 비 및 프로그램 지원

31 주민 복지 프로그램 운  지원

생계

75 수당 지원

32 복지관 운 76 생활비용 지원

33 거주시설 운  및 입소자 지원 77 생활자금 대출

34 시설 건립 및 개보수 78 긴급구호 지원

35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 79 시설퇴소 자립 지원

36 민간단체 지원
재해

보상

80 재해 구호 및 보상

37 푸드뱅크-마켓 운 지원 81 보훈 수당

38 행사 지원 82 보훈단체 지원

39 인식개선 및 권리증진 지원

40 자원봉사 지원

41 사례관리 및 복지행정 지원

42 지역협력 및 민간참여 지원

〈표 3-4-1〉 지자체 자체복지사업 유형 분류(강혜규 외, 2015)

자료: 강혜규, 함 진, 권소일, 김지민, 오다은, 민진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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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규, 함 진, 권소일, 김지민, 오다은, 민진아(2015)의 연구에 의하

면, 복지사업의 분류기준은 사회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아동 대상의 ‘보

호･돌봄’과 성인 대상의 ‘요양･돌봄’, 복지부문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생활지원’과 소득보장 성격의 ‘생계지원’, 그리고, 각종 재난 

등 특수욕구에 대응하는 ‘재해보상’으로 구분하 다. 또한, 사회보장사업

의 역에 포함되는 교육, 건강·의료, 주거, 고용, 문화·여가까지 포함하

여 10개의 범주를 구성하 다. 그리고 각 범주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작업을 통해, 보호·돌봄 범

주에 9개, 생활지원 33개, 교육 7개, 건강·의료 6개, 요양·돌봄 3개, 주

거 4개, 고용 7개, 문화·여가 5개, 생계 5개, 재해보상 3개의 세부 사업 

유형을 정리하 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준을 활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의 지역사업을 범주화한 후 그 자료를 활용하여 역별 사업의 수와 예산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의 영역구분에 따른 분석 결과

가. 사업영역별 지역사업의 수

다음의 〈표 3-4-2〉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된 47개 기초자치단

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된 복지사업을 주요 서비스 대상집단과 보

편·지역사업에 따라 구분하여 각 역의 사업수를 정리한 것이다. 사업 

수는 각 지역별 평균 사업수가 아닌 총 사업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지역의 사업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편사업은 총 2,794개, 

지역사업은 1,667개로 파악되었다. 

보편사업의 경우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상집단은 아동･청



140 2015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센터 운영 보고서

소년으로 총 538개(19.3%)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장애인(17.1%), 여성･가족(16.9%), 저소득(16.3%), 노인(14.1%)

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편사업의 경우 대상집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

업 수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다문화, 지역사회복지, 보건의

료를 제외하면 대체로 14~19% 수준으로 비슷한 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역사업의 경우 가장 많은 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역은 

여성･가족으로 총 302개(18.1%)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16.6%), 노인(14.5%), 장애인(14.2%), 

저소득(13.3%), 지역사회복지(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편사업 지역사업 계

저소득
456 

(16.3)
221 

(13.3)
677 

(15.2)

노인
393 

(14.1)
242 

(14.5)
635 

(14.2)

장애인
476 

(17.0)
236 

(14.2)
712 

(16.0)

아동･청소년
538 

(19.3)
276 

(16.6)
814 

(18.3)

여성･가족
472 

(16.9)
302 

(18.1)
774 

(17.4)

다문화
63 

(2.3)
42

(2.5)
105 
(2.4)

지역사회복지
176 
(6.3)

202
(12.1)

378 
(8.5)

보건의료
153 
(5.5)

44
(2.6)

197 
(4.4)

기타
67 

(2.4)
102
(6.1)

169 
(3.8)

계
2,794 
(100.0)

1,667
(100.0)

4,461 
(100.0)

〈표 3-4-2〉 사업영역별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의 수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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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사업과 지역사업 분포를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지역사회

복지 역의 사업 수에서 보편사업에 비해 지역사업이 두 배 가깝게 많았

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면 바람직한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상집단의 경우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의 사업 수가 동일한 대상

에 집중되기 보다는 상이한 분포를 보임으로써, 보편과 지역사업을 종합

했을 때,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가족 역의 사업 수

가 대체로 14~18%로 수렴하는 경향성을 보 다. 각 지역의 복지계획이 

보편사업의 대상 간 편차를 완화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설정하

는지는 알 수 없으나, 〈표 3-4-2〉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지역사업이 작

은 폭이나마 보편사업의 대상별 편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나. 사업영역별 지역사업의 예산

〈표 3-4-3〉에 제시된 내용은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의 대상집단 별 예

산을 정리한 것이다. 평균 예산은 전체 사업 예산을 해당 집단을 대상으

로 한 사업수로 나누어 산출한 것으로, 단위 사업에 대한 평균적인 예산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예산 규모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분야는 노인을 대

상으로 한 복지사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보편사업과 지역사업, 

총 예산과 단위 사업에 대한 평균 예산 분포 등 모든 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사업 수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아동･
청소년이나 여성･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았지

만, 투입된 예산은 다른 어떠한 집단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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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이다. 평균적으로 보편사업은 사업 당 11억 4천만 원이 넘는 예

산이 투입되었고, 지역사업의 경우에는 평균 약 3억 6천만 원 가량의 예

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만을 토대로 대부분의 노인 대상 사업의 단가가 다른 사업

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노

인 대상 사업 예산, 특히 보편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은 기초연금을 운

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다른 사업의 평균 예산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초연금이 포함되

어 있지 않은 지역사업에 있어서도 노인 역의 예산이 타 역에 비해 3

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 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사업

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편사업의 경우, 노인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역은 저

소득 역으로 단위 사업 당 평균 1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총 

예산에 있어서도 6,905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어 노인 역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노인과 저소득 역 다음으로 총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 역은 여성･가족-장애인-아동･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사업 당 평균 예산 규모 역시 총 예산과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

다.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가족 역의 사업은 사업 수는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업의 경우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총 예산의 규모와 단위 

사업 예산의 순위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 노인 역의 예산이 

총 2,478억 원 가량이었고, 사업 당 평균 10억 원 가량이 투입되었다. 그 

다음은 여성･가족-장애인-아동청소년-저소득의 순으로 많은 예산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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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었다. 다문화와 보건의료 역의 사업 예산은 모든 지자체의 예산을 

합해도 각각 15억 원과 35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

추해보면, 각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가 정한 빈곤계층에 특화된 사업보

다는, 보다 소득이 높은 대상층까지도 포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편사업 지역사업

평균 예산1) 총 예산 평균 예산1) 총 예산

저소득 1,514 690,530 240 53,098

노인 2,504 983,981 1,024 247,791

장애인 750 356,944 300 70,892

아동･청소년 659 354,729 194 53,430

여성･가족 1,384 653,090 320 96,682

다문화 108 6,805 35 1,452

지역사회복지 501 88,100 160 32,352

보건의료 225 34,374 80 3,525

기타 405 27,124 344 35,129

계 1,144 3,195,677 357 594,351

〈표 3-4-3〉 사업영역별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의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주: 1) 평균 예산은 1개 사업 당 예산을 의미함.

다. 사업영역별 사업수와 예산 배정의 우선 순위

지금까지 사업 역별 사업수와 예산 규모를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어떠한 역의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표 3-4-4>는 앞서 살펴본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의 역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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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수와 예산규모가 큰 역을 1위부터 5위까지 정리한 것으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분
보편사업 지역사업

사업수 평균예산 총예산 사업수 평균예산 총예산

1순위 아동청소년 노인 노인 여성가족 노인 노인

2순위 장애인 저소득 저소득 아동청소년 기타 여성가족

3순위 여성가족 여성가족 여성가족 노인 여성가족 장애인

4순위 저소득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5순위 노인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저소득 저소득 저소득

〈표 3-4-4〉 사업영역별 사업수와 예산 배정의 우선 순위 

첫째, 아동청소년 역의 경우,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의 수는 상당히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수

에 비하여, 실제로 투입되는 예산은 많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보편

사업이 더 크게 나타났지만, 지역사업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 다.  

둘째, 아동청소년과 달리 노인 역은 사업 수는 적었지만, 예산 투입

은 많이 이루어졌다.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의 사업 수 부분에서 노인 역

은 각각 5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예산 분포에서는 평균예산과 총

예산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가족 역은 보편사업에 비해 지역사업에서 좀 더 비중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 역의 경우 보편사업에서는 

사업 수와 평균예산, 총예산 모두 3위 지만, 지역사업에서는 사업 수 1

위, 평균예산과 총예산은 각각 3위와 2위로 나타났다.  

넷째,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보편사업에 비해 지역사업에

서 소홀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대상 사업은 보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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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 수에서 4위, 총 예산 규모에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역사업

에서는 사업수와 평균예산, 총예산 모두 5위로 나타났다. 

라. 시군구의 사업영역별 지역사업 수 및 사업 예산

다음의 〈표 3-4-5〉 는 지역사업 수 규모별 자치단체의 수를 표로 정리

한 것이다. 

〈표 3-4-5〉 지역사업 수 규모별 자치단체의 수

전체
지역사업 수

해당
기초단체 수

해당 자치단체 

10개 미만 2 D광역시(d구), O도(ab군)

10개 이상~20개 미만 8
H도(ao시), I도(i군, af시), J도(w시), M도(m군), 
N도(n시), O도(am시)

20개 이상~30개 미만 13
A광역시(at구), B광역시(b구, r구, ad구), E광역시(e구), 
H도(ax시, h시, ay군), K도(k시), L도(ai군),
M도(ak군, av군), O도(as시) 

30개 이상~40개 미만 11
A광역시(a구), F광역시(f구), H도(ae시), I도(v군), 
J도(j군), N도(aw군), K도(x시), L도(l시, y시), 
M도(aq시), N도(ar군), O도(o군)

40개 이상~50개 미만 6
A광역시(an구), C광역시(s구), H도(u시), I도(ap시), 
K도(ah군), N도(al군)

50개 이상~60개 미만 6
A광역시(ac구), D광역시(t구), H도(au시), J도(ag시), 
M도(z시), N도(aa시)

60개 이상~70개 미만 1 C광역시(c구)

100개 이상 1 A광역시(q구)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수 분포는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A광역시의 q구는 총 100개 이

상의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D광역시의 d구와 O

도의 ab군은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수가 10개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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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전체 분석 대상 지역의 절반 정도는 20~40개 사이의 자체사

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

로 추진하는 지역사업의 규모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 다. 

〈표 3-4-6〉의 왼쪽 부분은 역별로 지역사업 수와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을 정리한 것이다. 예를 들면, B광역시 ad구와 F광역시 f구를 

비롯한 8개 지역은 지역사업 중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수가 

가장 많았고, H도의 ax시와 ay군 등 4개 지역은 전체 예산 중 저소득 계

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예산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 수 분포에서는 노인과 아동청소년, 여성가족 역의 사업 수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곳이 각각 10개 지역 이상이었지만, 예산 분포에 

비해서 사업 수의 우선 순위를 차지한 역이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산 분포에서는 21개 지역이 노인 

역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다른 역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지역은 모두 10개 미만으로 나타나 노인 역에 집중적으로 분

포하는 경향을 보 다. 

한편, 진한 글씨로 표시된 시군구는 사업 수와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역이 일치하는 지역으로, ax시와 ay군, v군은 사업 수와 

예산 모두 저소득 역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구, i군, af시, 

k시, ak군, ab군, as시는 노인 역에, am시는 장애인 역에, d구와 t

구, ar군은 아동청소년 역에, an구와 r구, ap시는 여성가족 역에, a

구는 기타 역에 가장 많은 사업 수와 예산을 할애하고 있었다. 

한편, 〈표 3-4-6〉 의 오른쪽 부분은 각각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 

비율과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을 정

리한 것으로, 주요 대상 집단의 규모를 통해 살펴본 욕구가 지역사업에 

얼마나 반 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10개의 지역 중 해당 역의 사업 

수와 예산 투입이 모두 높은 지역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굵은 글씨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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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수나 예산 중 한 쪽만 일치하는 경우에는 밑줄로 표시하 다. 

저소득 역의 경우 인구 분포의 상위 6개 지역(B광역시의 b구, C광역

시의 c구, N도의 al군, aw군, O도의 ab군, K도의 k시)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저소

득 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H도 ax시와 ay군, I도 v군 역시 실제 인구 

분포에서는 타지역에 비해 수급자의 비율이 높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저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역에서는 지역의 욕구와 실제 추진된 사

업이 일치하는 정도가 높지 않았다. 

반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지역적 특성이 잘 반 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상위 10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노

인 역의 사업 수 또는 사업예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난 것이다. 한편, C광역시의 s구와 I도의 af시, O도의 as시는 타 지역

과 비교하여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와 예

산에서 노인 대상 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역 역시 지역 특성과 추진 사업의 현황이 잘 일치하지 않았다. 

장애인 비율이 높게 나타난 10개 지역 중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사업 예

산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N도의 al군과 O도의 o군 2개 지역에 불과했고, 

장애인 관련 사업 수와 예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11개 지역 중 9

개 지역은 실제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장애인 인구의 비율이 높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인구분포 상위 10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타 

역 대비 아동청소년 역의 사업 수 혹은 투입 예산 비중이 높았다. 특히, 

D광역시 d구와 t구는 지역특성과 사업 현황이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역의 사업 수 혹은 예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난 14개 지역 중 실제로 타지역 대비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6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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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내용에 따른 분석 결과

가. 사업내용에 따른 범주별 지역사업 수

다음은 강혜규, 함 진, 권소일, 김지민, 오다은, 민진아(2015)의 복지

사업 분류 기준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대상 지자체의 지역사업을 10개 범

주로 분류한 것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생활지원 성격의 

사업이었으며, 전체 사업 중 절반 이상(51.0%)이 이 범주에 해당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문화여가(11.5%) 및 보호돌봄(11.5%), 고용

(7.5%), 건강(6.7%), 교육(5.4%)의 순이었다.  

사업내용 사업 수(개) 비율(%)

보호돌봄 191 11.5

생활지원 850 51.0

교육 90 5.4

건강 111 6.7

요양돌봄 18 1.1

주거 36 2.2

고용 125 7.5

문화여가 191 11.5

생계 45 2.7

재해 10 0.6

계 1,667 100.0

〈표 3-4-7〉 사업내용의 범주별 지역사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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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사업 수(개) 비율(%)

보호
돌봄

아동 돌봄 지원 38 2.3

아동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지원 35 2.1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 36 2.2

보육료 지원 4 0.2

보육교사 지원 24 1.4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 39 2.3

지역아동센터 지원 7 0.4

아동 급식 7 0.4

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 지원 1 0.1

〈표 3-4-8〉 사업내용의 세부항목별 지역사업 수

〈표 3-4-8〉 은 각 범주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하여 분류한 것이다. 보호돌봄 범주의 사업 중에는 아동 돌봄 지원

(2.3%),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2.3%),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

(2.2%), 아동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지원(2.1%)에 해당하는 사업이 많

았다. 

가장 많은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생활지원 범주에서는 지역협력 및 민

간참여 지원(5.0%), 자원봉사 지원(4.5%), 다문화･새터민정착지원

(4.1%), 사례관리 및 복지행정 지원(4.0%)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이 많

았다.

교육범주에서는 공부방 지원을 포함한 학습 지원(1.6%) 성격의 사업이 

많았으며, 건강의료 범주에서는 건강증진지원(3.5%)과 의료비 지원

(1.2%) 사업이 많았다. 요양돌봄 범주의 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

비스(0.6%), 주거 범주에서는 주택시설 개선(1.0%), 고용범주에서는 자

활근로 지원(1.8%), 노인일자리(1.6%), 일자리지원(1.5%), 문화여가 범

주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여가･문화활동지원사업(4.6%), 생계 범주

에서는 생활비용지원(1.3%)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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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사업 수(개) 비율(%)

생활
지원

식사 지원 16 1.0

위생 지원 10 0.6

생활용품 지원 3 0.2

이동 지원 20 1.2

언론매체 접근 지원 3 0.2

상담멘토링-심리정서지원 20 1.2

폭력 피해-예방지원 26 1.6

장수수당,효도수당,장수축하 7 0.4

장수 축하 1 0.1

효도수당 4 0.2

명절생일축하위문 7 0.4

결혼장려 지원 3 0.2

출산장려 지원 13 0.8

장례 지원･묘비정리 7 0.4

재가노인 서비스 종합지원 7 0.4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9 0.5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19 1.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지원 18 1.1

장애아동 재활-복지지원` 4 0.2

가족여성 복지 프로그램 지원 28 1.7

여성 사회참여 권익증진 지원 44 2.6

다문화･새터민정착지원 69 4.1

노숙인 지원 5 0.3

주민 복지 프로그램 운  지원 5 0.3

복지관 운 28 1.7

거주시설 운  및 입소자 지원 22 1.3

시설 건립 및 개보수 53 3.2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 26 1.6

민간단체 지원 48 2.9

푸드뱅크-마켓운 지원 7 0.4

행사 지원 53 3.2

인식개선 및 권리증진 지원 40 2.4

자원봉사 지원 75 4.5

사례관리 및 복지행정 지원 66 4.0

지역협력 및 민간참여 지원 84 5.0

교육

학비(등록금-입학금)지원 2 0.1

교육비(학습관련)지원 15 0.9

교육비(생활관련)지원 3 0.2

장학금 지원 1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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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사업 수(개) 비율(%)

학습 지원(공부방포함) 27 1.6

장애인 교육 지원 16 1.0

평생교육 13 0.8

건강
의료

건강검진 지원 2 0.1

건강보험료 지원 20 1.2

의료비 지원 12 0.7

장애인 의료재활-치료지원 2 0.1

건강증진 지원 59 3.5

보장구 지원 16 1.0

요양
돌봄

가사돌봄요양 서비스(비용)지원 6 0.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 0.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0 0.6

주거

주거비 지원 11 0.7

주거자금 대출 1 0.1

주택시설 개선 17 1.0

에너지(난방)지원 7 0.4

고용

일자리 지원 25 1.5

창업 지원 5 0.3

직업능력-교육 10 0.6

자활근로 지원 30 1.8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11 0.7

장애인 일자리 18 1.1

노인 일자리 26 1.6

문화
여가

여가･문화활동지원(노인) 30 1.8

여가･문화활동지원(성인) 15 0.9

여가･문화활동지원(아동청소년) 77 4.6

여가･문화활동지원(장애인) 29 1.7

경로당 운 비 및 프로그램 지원 40 2.4

생계

수당 지원 1 0.1

생활비용 지원 22 1.3

생활자금 대출 4 0.2

긴급구호 지원 18 1.1

시설퇴소 자립 지원 0 0

재해
보상

재해 구호 및 보상 2 0.1

보훈 수당 5 0.3

보훈단체 지원 3 0.2

계 1,66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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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내용에 따른 범주별 지역사업 예산

다음은 사업내용의 범주별 예산을 개별 사업 단위의 평균 예산과 각 범

주에 해당하는 사업의 총 예산으로 정리한 것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사업 수에 있어서는 생활지원 성격의 사업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총 사업 

예산의 규모에서도 사업 수가 많은 ‘생활지원’ 범주에 투입된 예산이 다

른 범주의 예산에 비해 많았다. 

지역사업

사업 수 평균 예산 총 예산

보호돌봄 191 478 91,258

생활지원 850 415 352,749

교육 90 144 12,977

건강 111  85 9,420

요양돌봄 18 877 15,781

주거 36 199 7,157

고용 125 277 34,672

문화여가 191 140 26,734

생계 45 881 39,663

재해보상 10 394 3,940

계 1,667 357 594,351

〈표 3-4-9〉 사업내용에 따른 범주별 지역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예산의 측면에서 1개 사업에 투입된 사업단위 예산을 산출해보면, 생

활지원 성격의 사업보다 다른 범주의 사업예산이 더 많았다.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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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투입된 사업 범주는 ‘요양돌봄’으로 사업 당 평균 8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총 예산 규모에서도 약 1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돌봄 범주를 제외하면, 단위 사업에 투입된 예산 규모와 총 예산 

규모가 높은 범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생계지원, 요양돌봄 성격

의 사업들이 다른 사업에 비해 단위 사업 당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건강 역의 1개 사업 당 예산 규모가 가장 작았으며, 문화여가, 교

육의 사업도 적은 편이었다.

〈표 3-4-10〉은 앞서 살펴본 범주별 사업 예산을 보다 세분화한 사업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세부항목의 수준에서 사업 예산이 가장 높게 나

타난 것은 보호돌봄 범주의 ‘보육료 지원’이었으며, 생활지원 범주의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요양돌봄 범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성

격의 사업도 다른 사업에 비해 단위 사업 당 투입된 예산의 규모가 큰 편

이었다. 

각 범주별로 48개 지자체의 사업 예산 총액이 100억 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보호돌봄 범주의 사업 중에서는 ‘보

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각각 

300억 원과 200억 원 이상이었고, 아동급식 예산도 161억 원으로 나타

났다. 생활지원 범주의 사업 중에서는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성격의 사업

에 투입된 예산이 2,000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용범주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약 178억 원, 문화여가 범주의 사업 중에서는 ‘경로당 운

비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115억 원가량의 예산이, 생계지원 범주에

서는 ‘생활비용 지원’ 성격의 사업에 약 3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 건강의료, 요양돌봄, 주거, 재해보상 범주에 해

당하는 사업들은 모두 100억원 미만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56 2015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센터 운영 보고서

사업 내용 빈도 평균 예산 총 예산

보호
돌봄

아동 돌봄 지원 38 246 9,355

아동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지원 35 98 3,432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 36 83 2,978

보육료 지원 4 7,658 30,632

보육교사 지원 24 294 7,063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 39 536 20,889

지역아동센터 지원 7 113 788

아동 급식 7 2,302 16,111

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 지원 1 10 10

생활
지원

식사 지원 16 191 3,063

위생 지원 10 444 4,440

생활용품 지원 3 0 0

이동 지원 20 339 6,788

언론매체 접근 지원 3 23 68

상담멘토링-심리정서지원 20 27 544

폭력 피해-예방지원 26 15 387

장수수당,효도수당,장수축하 7 380 2,657

장수 축하 1 10 10

효도수당 4 69 275

명절생일축하위문 7 36 252

결혼장려 지원 3 25 76

출산장려 지원 13 599 7,782

장례 지원･묘비정리 7 523 3,661

재가노인 서비스 종합지원 7 616 4,312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9 248 2,231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19 55 1,050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지원 18 299 5,382

장애아동 재활-복지지원 4 159 636

가족여성 복지 프로그램 지원 28 84 2,360

여성 사회참여 권익증진 지원 44 36 1,588

다문화･새터민정착지원 69 69 4,769

노숙인 지원 5 868 4,342

주민 복지 프로그램 운  지원 5 152 761

복지관 운 28 888 24,876

거주시설 운  및 입소자 지원 22 290 6,370

〈표 3-4-10〉 사업내용의 세부 항목별 지역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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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빈도 평균 예산 총 예산

시설 건립 및 개보수 53 4,481 237,515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 26 296 7,708

민간단체 지원 48 56 2,700

푸드뱅크-마켓운 지원 7 103 724

행사 지원 53 20 1,041

인식개선 및 권리증진 지원 40 8 310

자원봉사 지원 75 46 3,445

사례관리 및 복지행정 지원 66 40 2,659

지역협력 및 민간참여 지원 84 95 7,967

교육

학비(등록금-입학금)지원 2 6 11

교육비(학습관련)지원 15 387 5,804

교육비(생활관련)지원 3 25 75

장학금 지원 14 69 961

학습 지원(공부방포함) 27 124 3,342

장애인 교육 지원 16 58 928

평생교육 13 143 1,856

건강
의료

건강검진 지원 2 28 55

건강보험료 지원 20 60 1,200

의료비 지원 12 114 1,369

장애인 의료재활-치료지원 2 146 291

건강증진 지원 59 101 5,972

보장구 지원 16 33 533

요양
돌봄

가사돌봄요양 서비스(비용)지원 6 211 1,26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 3,528 7,056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0 746 7,462

주거

주거비 지원 11 132 1,450

주거자금 대출 1 0 0

주택시설 개선 17 316 5,374

에너지(난방)지원 7 48 333

고용

일자리 지원 25 223 5,584

창업 지원 5 30 151

직업능력-교육 10 17 174

자활근로 지원 30 128 3,843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11 346 3,810

장애인 일자리 18 181 3,256

노인 일자리 26 687 1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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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빈도 평균 예산 총 예산

문화
여가

여가･문화활동지원(노인) 30 88 2,637

여가･문화활동지원(성인) 15 220 3,306

여가･문화활동지원(아동청소년) 77 101 7,812

여가･문화활동지원(장애인) 29 51 1,485

경로당 운 비 및 프로그램 지원 40 287 11,494

생계

수당 지원 1 840 840

생활비용 지원 22 1,535 33,776

생활자금 대출 4 685 2,741

긴급구호 지원 18 128 2,306

시설퇴소 자립 지원 0 0 0

재해
보상

재해 구호 및 보상 2 20 40

보훈 수당 5 697 3,484

보훈단체 지원 3 139 416

합계 1,667 357 594,351

  3. 사업영역 및 사업범주별 지역사업 추진 현황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에 제시된 8개 사업 역(기타를 포함할 경우 

9개 역)과 강혜규 외(2015)의 연구에서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

여 제시한 10개 사업범주를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 다. 생활지

원 성격의 사업은 저소득과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지역사회복지 등 

모든 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의 

경우 대상집단의 특성에 맞게 보호돌봄과 문화여가 성격의 사업 비중이 

높았으며, 보건 역도 역 특성에 맞게 건강 지원 성격의 사업이 많았

다. 한편,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용지

원 성격의 사업 비중이 높았고, 노인대상 사업 중에서는 문화여가 사업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생활지원과 함께 보호

돌봄 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체로 주요 대상집단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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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분석

제1절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의 개요 

제2절  평가결과 분석

제3절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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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의 개요

  1. 평가의 목적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 동안 운 할 복지사업을 계획하는 중기 계획

이므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행력 담보 및 지역복지의 질적 수준을 제

고하기 위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고 있다. 연차

별 계획은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

가 체계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간헐적인 평가만 이루어져왔다.30)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평가의 근거를 찾

을 수 있는데31), 제15조의 6 ①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②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

가결과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 할 수 있다고 명시되

어 있다.  

30) 2012년에는 연차별계획의 평가를 실시하 으나, 2013년에는 실시하지 않는 등 일관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보건복지부, 2015).

31) 본 연구의 대상은 제2기 계획의 2014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결과이므로, 올해 7월부
터 시행된 사회보장 급여법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파악하 다.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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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 내용 

 

2014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2015년 6월부터 9

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시·도의 관할 시·군·구 지역사회복지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1차 평가, 보건복지부의 시·도 계획 시행결과 등에 

대한 최종평가의 2단계로 진행되었다. 

평가대상은 17개 시·도 및 50개 시·군·구의 2014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이다. 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평가를 거쳐 추천된 대상으로서,  

보건복지부 평가 지침에 따라 시·도별로 배정된 지자체 범위(지자체 5개 

당 1개 추천 원칙) 내에서 최종 평가대상이 추천되었다. 먼저 시·도의 (자

체)  평가는 광역시도에 시도 공무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복지재단, 전

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단’이 운 되었으

며, 관할 시·군·구의 계획 시행결과를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현지실

사 등을 통해 평가하고 시도별 배점범위 내에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최종 평가대상으로 추천했다. 17개 시도에 대해서는 시·도 자체 계획 시

행결과에 대한 중앙 평가단의 평가가 진행되었다. 

평가의 범위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분야, 지역복지사업 시행과정 및 

결과 적정성, 목표달성도(보편사업 및 지역사업 포함) 등으로서, 계획내

용의 충실성·시행과정의 적정성·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지역주민의 참여

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5개 분야, 14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지표가 

활용되었다. 

최종 평가의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

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 해 시·도 계획 

시행결과 및 시·군·구의 평가에 대해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

를 거쳐 평가결과 확정 및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위원회는  객관



제4장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분석 165

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역사회보장발

전연구센터 연구진, 학계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하 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계획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계획수립·이행·평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 으며, 지

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적극 홍보해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 다. 

제2절 평가결과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2014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의 우수지자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중 시도를 제외한 50개 시군구

의 평가관련 자료를 분석하 다. 50개 시군구는 5개의 지역유형으로 구

분하여 제시하 다. 지역 유형은 지역의 특성과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1) 

서울 자치구, 2) 광역시 자치구, 3)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시, 4) 인구 50

만 이하의 일반시, 5) 군으로 구분하 다.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는 총 5개 분야 15개 평가항목으로 세분하여 이

루어졌다. 5개 분야는 시행과정의 적절성(30점),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25점),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20점), 지역복지계획의 충실성(20점), 지

자체 평가준비의 성실성(5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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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평가항목(지표) 및 지표별 배점 배점

5개 분야 15개 항목(배점) 100

시행과정의
 적절성

4개 30

○ 사업추진 과정의 적절성(15)
  -계획 대비 투입률(5), 활동률(5), 산출률(5)의 적정여부
○ 예산집행 및 사업변경 과정의 적절성(4)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에 대한 예산집행 여부(2)
  -주요 사업 변경시 협의체 심의여부(2)
○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및 환류의 적절성(9)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여부(4)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의 적절성(5)
○ 계획 수립 밑 시행결과의 제출기한 준수여부(2)
  -연차별 계획 수립 및 기한 내 제출여부(1)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의 기한 내 제출여부(1)

30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4개 25

○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8)
  -성과목표가 변화량(산출 또는 결과)로 작성된 사업 수(4)
  -전년 대비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4)
○ 지자체 고유사업 중 최우수 사업의 비율(9)
  -지자체 고유사업 대비 최우수 사업의 비율
○ 사업 추진기반 조성실적(8)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행정·재정적 지원수준

25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

3개 20

○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의 체계성(8)
  -T/F 구성여부, 회의개최 횟수
  -T/F 참여인원 및 예산 지원실적(3)
○ 계획수립·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의 민관협력 정도(6)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의 민관협력 정도(3)
  -시행결과 평가의 민관협력 정도(3)
○ 계획수립·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의 주민참여 정도(6)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의 주민참여 정도(3)
  -시행결과 평가의 주민참여 정도(3)

20

지역복지계
획의 충실성

3개 20

○ 전년도 시행결과 평가의 적절성(7)
  -전년도 시행결과 평가의 적절성(3)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의 적절성(4)

20

〈표 4-2-1〉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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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평가항목(지표) 및 지표별 배점 배점

○ 전년도 평가결과와 계획수립의 연계성(7)
  -전년도 평가결과의 해당연도 계획 반 정도
○ 해당연도 계획수립의 합리성(6)
  -사업선정의 객관성 및 환경변화 대응성(3)
  -지역 핵심사업 추진배경의 객관성(3)

지자체 
평가준비의 

성실성

1개 5

○ 사업추진실적 근거자료의 사실성(5)
  -자료의 사실여부 확인

5

자료: 보건복지부(2015).

  1.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절성은 사업추진 과정과 예산집행 및 사업변경 과정의 

적절성,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및 환류의 적절성, 계획 수

립 및 시행결과의 제출기한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사업추진 과정의 적절성은 계획 대비 투입률, 활동률, 산출률의 적정여

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각 역의 점수는 백분율로 측정하 다. 계획 대비 

투입률이란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별 사업 수행목표치에 비추어 투입된 

자원(인적, 재정적, 조직적, 서비스 기술)의 비율을 측정한 것으로 95%이

상일 경우 최우수로 평가된다. 평가 결과를 확인해보면, 50개 기초자치단

체의 계획 대비 투입률 평균은 97.6%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 다. 특히 

서울 자치구의 경우 101.1%로 계획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대비 활동률은 서비스제공자(사업주체)의 활동내용의 정도를, 계

획 대비 산출률은 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측

정한 것으로 투입률과 마찬가지로 95%이상일 때 최우수 평가를 받는다.  

평과결과, 두 항목 모두 평균이 각각 101.4%과 107.4%로 목표보다 초과 

달성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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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사업추진 과정의 적절성

(단위: %)

서울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일반시32)

(50만 이상)
일반시

(50만 미만)
군 전체

계획대비 
투입률

평균 101.1 98.6 96.1 96.3 97.7 97.6

최대 120.0 104.0 106.0 103.9 120.0

최소 92.6 95.4 85 86.7 89.9

계획대비
활동률

평균 95.7 103.1 104.2 102.1 100.3 101.4

최대 100.0 139.9 123.2 146.0 133.0

최소 90.3 96.5 98.8 92.0 87.0

계획대비
산출률

평균 110.7 109.9 114.4 99.3 111.3 107.4

최대 136.0 148.0 169.0 129.0 267.0

최소 93.0 95.5 93.0 91.2 91.0

 

예산집행 및 사업변경 과정의 적절성의 경우 계획수립과 시행결과 평

가시 협의체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 등을 위한 예산 

집행실적 여부를 반 한 지표이다. 계획 수립과 평가 시 예산집행 실적은 

집행 여부로 측정하 으며 50개의 평가 대상 중 미시행 지자체는 지역구

분유형별 1개 지역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사업 변경은 당초 연차별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사업내용 변경(단, 예산 및 사업대상 인원 변경은 제외)을 의미하는 것으

로 사업 변경 시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과 평가의 근거가 되는 지자체 제출 자료

32) 행정자치부 통계연보(2014.1월 기준) 50만 명 이상 거주시는 수원, 창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청주, 전주, 남양주, 안양, 천안, 화성, 김해, 포항으로 평가 분석 대
상에는 남양주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청주시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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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한 결과는 <표 4-2-3>과 같다. 한 가지 확인해야할 점은 각 지자

체의 지표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기준이 달라서 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

났다는 점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협의체 개최 건수를 기입한 반면 다

른 지자체들은 협의체에 상정한 안건 개수를 기입하는 등 일관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다수의 지자체가 협의

체 심의를 1번 개최했거나 개최하지 않았다고 기입한 데 반하여, 일부 지

자체는 150건, 88건 등 상당히 많은 심의회의를 개최하 다고 응답하기

도 하 다. 

〈표 4-2-3〉 예산집행 및 사업변경 과정의 적절성

(단위: 건, %)

서울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일반시
(50만 이상)

일반시
(50만 미만)

군 전체

계획수립시
예산집행

시행 5(100.0) 10(100.0) 5(100.0) 16(100.0) 13(92.8) 49(98.0)

미시행 - - - - 1 1(2.0)

결과평과시
예산집행

시행 5(100.0) 10(100.0) 5(100.0) 16(100.0) 13(92.8) 49(98.0)

미시행 - - - - 1 1(2.0)

사업변경시
협의체심의
개최(%)

평균 60.0 80.0 80.0 71.4 67.9 69.8

최대 150.0 15.0 88.0 18.0 22.0

최소 - - - - -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및 환류의 적절성 평가 중 자체평

가 실시 여부의 경우 평가대상 50개 지자체 모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

다. 자체평가란 연차별 계획의 자체 평가계획의 이행정도(평가주체·시

기·내용·방법·평가결과 활용계획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한편 ‘14년도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서 상 시행계획, 보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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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업에 대한 개선점과 저소득층·노인 등 사업분야 별 발전 방향의 적

정여부를 평가하는 개선방안 제시 적절성 여부는 제시 건수로 측정하

는데 전체 평균 13.4건이었고 서울시 자치구가 18.2건, 일반시(50만 이

상)이 19.4건으로 광역시 자치구(14.9건), 일반시(50만 미만)(13.4건), 

군(10.3건)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건이 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경기 남양주, 대전 동구, 경남 

양산시 등)가 있는 반면 10건 이하의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여 지자체 별 

격차가 큰 항목으로 볼 수 있다.

〈표 4-2-4〉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및 환류의 적절성

(단위: 건, %)

서울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일반시
(50만 이상)

일반시
(50만 미만)

군 전체

자체평가
실시 여부

실시 5(100.0) 10(100.0) 5(100.0) 16(100.0) 14(100.0) 50(100.0)

미실시 - - - - - -( - )

개선방안
적절성 
여부

평균 18.2 14.9 19.4 13.4 10.3 13.4

최대 26 49 48 46 31

최소 7 4 5 2 -

적절성 평가의 마지막 항목은 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의 제출기한 준수

여부로 시도의 연차별 계획(시행년도의 1월 31일), 시행결과(시행년도 다

음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평가로서 공문 발송일을 판단 근거로 한다. 계획 수립의 경우 37개

(74%), 시행결과의 경우 32개(64%)의 지자체가 기한을 준수하 으며, 

전체적으로 시행결과보다 계획수립의 제출기한 준수 여부가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제4장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분석 171

〈표 4-2-5〉 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의 제출기한 준수 여부

(단위: 건, %)

서울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일반시
(50만 이상)

일반시
(50만 미만)

군 전체

계획수립
준수여부

준수 3(60.0) 7(60.0) 5(100) 12(75.0) 10(71.4) 37(74.0)

미준수 2(40.0) 3(40.0) 0(0) 4(25.0) 4(28.5) 13(26.0)

시행결과
준수여부

준수 3(60.0) 8(80.0) 3(60) 9(56.2) 9(64.2) 32(64.0)

미준수 2(40.0) 2(20.0) 2(40) 7(43.7) 5(35.7) 18(34.0)

  2.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는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사업별 성

과목표 달성도, 지자체 고유사업 중 최우수 사업 실적, 사업 추진기반 조

성실적의 4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은 성과목표가 변화량(산출 또는 결과)

로 작성된 사업 수의 비율로 평가한다.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 보고서의 

개별 사업의 산출(또는 목적달성도)이 산출, 결과 또는 성과지표로 작성

된 비율을 보기위한 것으로 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항목이다. 변화량으로 작성된 사업 비율을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은 92.2% 고 군(89.1%)을 제외한 다른 지역 구분 단위들은 모

두 90% 이상의 평균 보 다. 그러나 최소 비율을 보면 군단위에서 0%로 

기입한 지자체의 존재로 인한 평균 감소 효과를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지

역 구분 단위 간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우수 사업이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고유사업 중 연차별 계획 시행

결과의 사업별 시행결과(추진과정, 목적달성과 참여·협력) 점수가 9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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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의 사업별 시행결과를 판단근거로 하여 산

출한다. 지역 구분 단위 별로 살펴보면 광역시 자치구가 90.8%로 최우수 

사업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시(50만 미만)과 일반시(50만 이상)이 각

각 83.8%, 83.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77.6%)와 군

(76.9%)은 위의 지역 구분 단위보다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 다.

〈표 4-2-6〉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단위: %)

서울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일반시
(50만 이상)

일반시
(50만 미만)

군 전체

변화량으로
작성된

사업의 비율

평균 97.6 93.9 94.4 91.5 89.1 92.2

최대 100.0 100.0 100.0 100.0 100.0

최소 93.7 57.1 85.2 7.8 -

최우수
사업비율

평균 77.6 90.8 83.5 83.8 76.9 82.6

최대 95.1 100.0 97.0 100.0 96.0

최소 68.0 70.0 71.0 66.0 48.4

행·재정
지원율

평균 101.92 99.4 103.0 99.6 98.8 99.9

최대 120.0 111.9 117.0 113.0 123.0

최소 94.0 93.9 94.0 93.0 91.0

행정·재정적 지원 수준이란 연차별 계획의 예산지원 및 행정계획(책

임·협력기관, 협의체 간 역할분담)대비 시행결과의 행·재정적 지원수준

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행결과 평가보고서의 사업별 시행결과의 사업추진

과정 및 목적달성과 참여･협력, 예산집행률(재정)을 판단근거로 한다. 표

의 수치는 계획 대비 행·재정 지원내용을 백분율로 환산한 것이다. 모든 

지자체에서 90% 이상의 높은 지원율을 보 으며 전체 평균은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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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와 일반시(50만 이상)의 경우 평균이 101.9%와 

103.0%로 계획된 행·재정 지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 다. 

  3. 지역주민의 참여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민관협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시행결

과 평가의 체계성, 계획수립·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의 민관협력 정도, 계

획수립·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의 주민참여 정도를 살펴보았다.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의 체계성은 T/F 구성 여부와 운 실적으로 

측정한다. 지역주민, 공공과 민간기관의 대표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

로 계획수립을 위한 T/F 구성 여부와 T/F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집행(회

의비, 위원회 참석수당, 현지 확인을 위한 여비 등) 실적을 판단 근거로 

한다. T/F 구성의 경우 군단위 1개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평가대상 지자

체에서 실시하 으며 운 실적은 평균 13.1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

다. 10회 미만의 개최를 한 지자체가 33개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125

건을 개최했다고 보고한 지자체도 있어 개최 건수의 지자체 간 격차가 상

대적으로 큰 역으로 확인되었다. 

운 규모는 구성원 수와 소요 예산으로 측정하 다. 소요 예산은 평

균 7,907천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한 지역 구분 단위는 서울 자

치구(27,638천원)이고 가장 적은 단위는 군(2,006천원)이었다. 이 역시 

T/F 개최와 마찬가지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큰 항목으로 예산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지자체가 있는 반면 92,491천원을 지출한 지자체도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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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의 체계성

서울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일반시
(50만 이상)

일반시
(50만 미만)

군 전체

TF구성여부
(지자체 수)

구성 5 10 5 16 13 49(98.0)

미구성 - - - - 1 1(2.0)

운영실적
(회)

평균 13.0 6.1 28.2 16.2 9.4 13.1

최대 27 19 56 125 49

최소 1 1 13 2 -

운영규모
(구성원 수)

평균 144.8 40.0 219.2 123.0 31.0 93.0

최대 455 90 382 1,117 180

최소 8 7 79 14 -

운영규모
(예산, 천원)

평균 27,638 4,608 8,720 9,951 2,006 7,907

최대 91,000 20,240 23,733 92,491 5,895

최소 560 182 1,159 - -

계획 수립·시행·평가 과정의 민관협력 정도를 보기 위하여 전체 사업 

수 대비 민관협력 사업 비율을 측정하 다. 계획 수립·시행·평가 과정 상 

협의체 회의, 민관 관계자 회의, 서비스제공기관 간담회 개최, 사업 수행 

과정 중 민간의 인적, 물적 자원 동원 등을 시행한 것을 민관협력으로 보

며 계획 수립과 평가 단계의 민관협력 사업 비율 평균은 각각 73.6%와 

75.3%으로 나타났다. 계획 수립과 평가 모두 서울시 자치구가 50.6%로 

가장 낮은 수준의 민관협력 사업 비율을 보 고 일반시(50만 이상)가 수

립과 평가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의 민관협력 비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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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계획수립･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의 민관협력 정도

(단위: %)

서울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일반시
(50만 이상)

일반시
(50만 미만)

군 전체

계획수립의
민관협력
사업비율

평균 54.6 75.5 80.6 75.1 74.8 73.6

최대 100.0 100.0 100.0 100.0 100.0

최소 25.0 21.3 15.8 33.0 25.0

결과평가의
민관협력
사업비율

평균 54.6 75.5 96.8 76.9 73.2 75.3

최대 100.0 100.0 100.0 100.0 100.0

최소 25.0 21.3 87.0 33.0 25.0

또한 계획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민관협력 뿐만 아니라 전년도 계

획 시행결과 평가내용 검토, 사업분야 별 시행계획안 작성, 연차별 시행

계확안 공개 검토, 시행계획안 최종 확정 및 사업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

의 참여 정도를 측정하여 반 하도록 되어있다. 이 역시 지역 간 격차가  

큰 항목 중 하나로 대부분 10건 이하의 주민참여 정도를 보고한 반면 

100건 이상을 보고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충실성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충실성은 평가 해당년도인 ‘14년의 계획과 시행

이 전년도의 계획과 시행 결과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

년도 평가결과의 적절성, 전년도 평가결과와 계획 수립의 연계성, 사업추

진 배경의 합리성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된 표는 각 항목

의 합산한 총점(20점 만점)이다. 

전년도 경가결과의 적절성은 전년도 시행결과 평가내용의 적절성(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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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의 적절성(4점)으로 구성되었다. 각각 ‘13년

도 계획 시행결과 평가보고서의 계획수립 분야, 사업시행결과 분야, 분야

별 시행결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

지와 연차별 계획의 자체 평가계획 및 평가매뉴얼에 따라 계획 시행결과

에 대한 평가보고서 내용이 작성되었는지를 정성평가하여 반 한다. 

〈표 4-2-9〉 지역복지계획의 충실성

(단위: 점)

서울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일반시
(50만 이상)

일반시
(50만 미만)

군 전체

지역복지계획의 
충실성

평균 17.1 18.6 18.8 17.9 19.1 18.4

최대 18.3 20.0 20.0 20.0 20.0

최소 15.3 13.0 16.0 10.0 13.7

전년도 평가결과와 계획수립의 연계성은 ‘13년도 계획 시행결과 평가

보고서 내용(종합평가 및 분야별 발전방향)의 ’14년도 계획 수립에의 반

정도를 의미하며 95% 이상 반 되었을 경우 최고점 7점을 받는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충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마지막 항목은 사업추진 

배경의 합리성으로 사업선정의 객관성 및 환경변화 대응성(3점)과 지역 

핵심사업 추진배경의 객관성(3점)의 두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사업이 지역주민욕구조사, 주요정책 변화, 지역 언론, 전문가 의견 등을 

반 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연차별 계획에 포함하고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점(욕구조사결과 또는 공청회 결과 반 , 지역복지 

자원 현황, 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에 따라 지역핵심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사업추진 배경에 합리성이 있다고 본다. 

위의 세 항목, 다섯 가지 세부 항목을 종합한 결과 20점 만점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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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균은 18.4점이 으며 군이 19.1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 다. 

지역 구분 단위 간 평균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개별 지자체 별로 

보면 최소점 10.0점에서 최대점 20.0점까지 분포되어 있어 지자체 간 차

이가 비교적 두드러지는 지표로 볼 수 있다.

  5. 지자체 평가준비의 성실성

지자체 평가준비의 성실성은 근거자료의 사실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

도의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와 서면 평가 및 현지 평가 시 

확인한 증빙자료의 일치여부를 근거로 한다. 총점 5점으로 다섯 개의 평

가 역 중 가장 적은 배점에 해당하며 평균은 4.8점으로 나타났다. 지역 

구분 단위 별로 살펴보면 일반시(50만 이상)의 평균이 5점 만점으로 보고

되어 가장 높은 점수를 보 으며 서울 자치구가 4.4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2-10〉 지역복지계획의 충실성

(단위: 점)

서울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일반시
(50만 이상)

일반시
(50만 미만)

군 전체

지자체 
평가준비의 

성실성

평균 4.4 5.0 5.0 4.6 4.8 4.8

최대 5.0 5.0 5.0 5.0 5.0

최소 4.3 4.5 5.0 3.0 3.7

  6. 평가 결과 종합 및 함의

이상 5개 분야 15개 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일부 지표에 배점 방

식이 달랐던 기초자치단체 11개를 제외한33) 39개 지자체의 평균은 100

33) 분석 대상 50개의 평가 자료는 시도가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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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만점에 88.8점이었다. 지역 구분 단위 별로 보면 일반시(50만 이상)이 

총점 평균 93.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 고 광역시 자치구(92.1점), 

일반시(50만 미만)(87.6점), 군(87.6점), 서울시 자치구(84.2점)의 순으

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가 총점 84.2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 으

며, 최대점이 85.0점으로 타 지역구분 단위의 최대점이 모두 96~99점의 

높은 점수대인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최대, 최소점의 차이

는 가장 적었으며 최소점은 일반시(50만 미만)(71점), 군(69점)보다 높아 

타 지역 구분 단위보다 점수 분포가 고르다는 특징이 있다. 

평가 분야 별로 살펴보면 5개 분야 중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총점(25점) 대비 전체 평균(20.6점)이 낮게 나타났고 시행

과정의 적절성과 지자체 평가준비의 성실성 역은 최대점과 최소점의 

차이가 다른 역보다 적었다.

전체적으로 분석 대상 지자체의 평균이 88.8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는데 분석 대상이 각 시도에서 추천 받은 우수 지자체 후보임을 감안

할 때 이를 전국 지자체의 수준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14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작성 지침을 배포하여 시행하 으나 제출 자료

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정 지표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일 지표에 대하여 누적량과 평균량이 혼재되

어 있거나 정량 평가 지표임에도 정성 평가로 기입하는 등 기초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하여 현장 평가도 실시하 지만 근본적으로 지표와 자료 작성 

부 지자체의 역별 총점 배점 방식이 타 시도와 다르게 책정되어 이에 해당하는 11개 
지자체는 <표 4-2-11>의 평가 종합에서 제외하고 분석하 다. 각 지표에 대한 배점 방
식의 차이(시행과정의 적절성이 30점,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가 25점이어야 하지만 제
외한 11개 지자체는 시행과정의 적절성이 25점,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가 30점)는 이
는 앞서 분석한 각 지표 별 분석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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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명확성이 일차적으로 확보되어야 보다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4-2-11〉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종합

(단위: 점)

서울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일반시
(50만 이상)

일반시
(50만 미만)

군 전체

시행과정의
적절성
(30)

평균 27.3 29.1 28.8 28.3 27.1 28.1

최대 28.7 30.0 30.0 30.0 30.0

최소 25.0 26.0 26.0 25.0 19.0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25)

평균 18.3 21.6 21.4 21.8 18.8 20.6

최대 20.7 25.0 25.0 25.0 22.0

최소 16.3 18.0 17.0 15.0 14.3

지역주민의
참여도
(20)

평균 17.0 17.8 19.2 15.9 18.0 17.3

최대 18.0 20.0 20.0 20.0 20.0

최소 16.0 14.0 16.0 10.0 10.3

지역복지계획의 
충실성
(20)

평균 17.1 18.6 18.8 17.2 18.7 18.0

최대 18.3 20.0 20.0 20.0 20.0

최소 15.3 13.0 16.0 10.0 13.7

지자체 
평가준비의 
성실성(5)

평균 4.4 5.0 5.0 4.5 4.9 4.7

최대 5.0 5.0 5.0 5.0 5.0

최소 4.3 5.0 5.0 3.0 3.7

총점
(100)

평균 84.2 92.1 93.2 87.6 87.6 88.8

최대 85.0 99.0 99.0 96.0 97.0

최소 82.3 86.0 83.0 71.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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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의견
  

본 절에서는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지방

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차별 평가의 개선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 다.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연차별 지역사회복

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지표에 대한 개선사항, 둘째, 평가 절차에 대한 개

선사항, 셋째,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련

한 전반적 의견이다. 의견 수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메일을 통해 담

당자에게 송부,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19개의 지역에서 

의견서를 제출하 으며, 제출한 의견은 비 보장을 위해 무기명 처리되

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의견서를 제출한 지역은 아래와 같다. 

소속 소속

1 P광역시 p시청 주민복지과 ○○○ 11 L광역시 l시청 복지청소년과 ○○○

2 C광역시 c구 지역복지협의체 ○○○ 12 H광역시 u시청 복지네트워크팀 ○○○

3 O광역시 o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13 B광역시 r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4 I광역시 i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14 I광역시 af시청 복지정책과 ○○○

5 N광역시 aw군 지역복지협의체 ○○○ 15 N광역시 사회복지과 ○○○

6 N광역시 n시 지역복지협의체 ○○○ 16 D광역시 d구청 생활보장과 ○○○

7 A광역시 a구청 복지정책과 ○○○ 17 C광역시 c구청 주민생활과 ○○○

8 O광역시 복지노인정책과 ○○○ 18 A광역시 a구 지역복지협의체 ○○○

9 M광역시 z시청 사회복지과 ○○○ 19 M광역시 m군청 주민복지과 ○○○

10 I광역시 af시 지역복지협의체 ○○○

〈표 4-3-1〉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의견서 제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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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지표 개선사항

가. 평가지표 관련 전반적 의견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담당자들이 평가

지표 산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 으며, 보다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평가지표로의 개선을 요청하 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구분이 모호하

거나, 정량평가의 ‘투입, 활동, 산출’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투입, 활동, 산출이라는 용어만을 접했을 때 어떤 의미를 하는지 이해하

기 힘듦.. 즉, 투입은 예산을, 활동은 사업내용, 산출은 목표치 등으로 변

경하여 이해되기 쉬운 용어로 변경했으면 함. 이러한 용어는 복지계획

을 담당하는 직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복지계획이 대부분 타 부서

와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 사업팀 업무담당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A광역시의 a구 복지정책과 ○○○). 

한편 현재 평가지표가 지역의 특성을 반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의 특성을 반 한 사업을 계획, 진

행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동

일한 지표로 구성되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일한 매뉴얼로 지역의 사회복지수준의 향상도를 측정(판단)하기가 

용의치 않음(P광역시의 p시 주민복지과 ○○○). 

중앙정부가 원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의 재량에 맞는 기준지표를 설정, 계획,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지방재정의 형편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평가의 공정성이 커짐.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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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평가할 필

요가 있음(C광역시의 c구 협의체 ○○○). 

일부 담당자는 상대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국 비교가 가능한 동

일사업을 포함하여 동일한 측정지표를 활용, 직접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

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 

전국 시군구 상대비교가 가능한 동일사업, 동일 측정지표를 반드시 포

함해야 함. 국비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 중 업무비중이 높은 일

부사업은 보장계획 보편사업에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시군

구 추진정도로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개선해야할 것임(O광역시

의 o군 주민생활지원과 ○○○)

나. 평가항목별 의견

다음은 평가항목별 세부지표에 관한 담당자들의 의견이다. 우선 ‘지역

복지계획 시행결과 부문’의 지표에 대한 의견이다. 본 부문에서는 사업추

진 과정의 적절성으로 계획대비 투입, 활동, 산출률을 파악하 으며, 예

산집행 및 사업 변경 과정의 적절성,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

시 및 환류의 적절성, 제출기한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지표 중 가장 많은 의견으로 제기된 것이 예산집행률 지표와 관련

된 사안이다. 14년 연차별 계획의 사업추진 과정의 적절성 지표에서는 예

산액을 기준으로 계획대비 투입률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그

러나 많은 담당자들은 당초 예산 계획을 낮게 세운 경우 과도 집행하게 

되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모순적인 구조, 예산만 집행되면 사업 목적

이 달성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지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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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추진의 내실화 및 성과 보다는 계획서상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결과

로만 판단하는, 업무 추진상황이 아닌 계획서상 예산을 최소한으로 적

게 계획한 후 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유리한 점수를 받게 되는 지표

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함(I광역시의 i군 주민생활지원과 ○○○).   

투입은 주로 계획된 예산이 얼마나 적절히 달성되었는가인데 실제 계획

보다 더 많이 예산을 사용하면 방만한 사업수행이든 아니든 동일하게 

최우수등급을 받음. 역으로 환경변화 등 적절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예

산이 80%이하 집행이면 매우 미흡의 점수를 받음(N광역시의 aw군 협

의체 ○○○).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투입만 100%되면 목표달성도를 100%라고 평

가하는 경우가 많음(N광역시의 n시 협의체 ○○○).

계획대비 활동률과 관련된 지표의 경우에도 활동을 평가하기 어려우

며, 평가기준이 애매하여 지표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시행과정의 적절성 중 활동률의 경우, 활동을 평가하기가 어려움. 평가

기준이 모호함. 대체로 결과 혹은 성과와 관련되어 활동이 평가되어지

기 때문에 산출의 적정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A광역시의 a구 복

지정책과 ○○○). 

활동의 적절성 지표는 우리 지역의 경우, 모든 사업에서 예외 없이 최우

수를 책정함. 지표로서 기능상실인 셈임. 지표해설 상 활동의 적절성은 

활동 여부로 평가해도 된다고 볼 수 있음. 측정이 어렵겠지만 활동의 적

절성은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가 필요하다고 봄(N광역시의 aw군 협의

체 ○○○).   

다음으로는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와 관련한 지표에 대한 의견이다. 

해당 역에서는 사업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달성 정도, 최우수사업의 

비율, 사업추진의 행·재정 지원 수준 등을 평가하 다. 

우선 사업 성과목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변화량을 측정하는 현재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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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변별력이 없거나 지표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수정해야한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으며, 성과목표 달성정도와 고유사업 중 최우수사업의 비율 

지표는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완이 필요함을 강

조하 다. 사업추진 기반조성 실적 지표의 재정적 지원은 지표의 산출이 

어려움을 토로하 다. 한편 신규사업의 경우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구

조를 지적하기도 하 다.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에서는 성과목표가 변화량으로 작성된 사업 수

를 평가하는데, 대부분의 성과목표가 변화량으로 작성된 상황에서 의미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지표의 의미를 알 수 없음(O광역시 복지노인정

책과 ○○○).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와 고유사업 중 최우수사업 실적 지표는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사업만을 반영한다면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결과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날 것임. 객관성과 형평성이 다소 떨어지는 지표라

고 생각됨(I광역시의 i군 주민생활지원과 ○○○).

지자체 고유사업 중 최우수 사업 수의 점수 비중 지표는 시도 자체적으

로 평가한 점수이니 점수 비중을 낮추어 주시기 바람(O광역시 복지노

인정책과 ○○○).

재정적인 지원 수준은 명확한 수치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항목으

로 지자체 담당자들의 지표 기준 해석 및 자료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보다 명확한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수정 보완이 필요함(I광역

시의 i군 주민생활지원과 ○○○).

기존의 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우 높은 평가를 받고, 신규사업이 많은 

시·군의 경우에는 사업의 실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함(N광역시의 n시 협의체 ○○○). 

다음으로는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관련한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이다. 

지역주민의 참여도는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의 체계성을 판단하기 위해 

TF 구성여부 및 예산 지원, TF회의 개최횟수를 파악하며, 민관협력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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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민 참여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과정별 민

관협력정도와 지역주민 참여정도를 확인한다. 

응답의견을 살펴보면, TF회의와 관련하여 단순히 횟수만으로 평가하

는 현행방식을 개선하여 질적인 내용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안

하거나 민관협력과 관련해서는 민관협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명

확한 지표내용 혹은 연차별 계획과의 연계를 강조하 다. 민관협력에 대

한 평가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의견도 발견되었다. 지역

주민 참여 지표에 대한 의견은 가장 다양한 측면으로 제시되었는데, 지역

주민 참여의 실질적인 어려움, 지역주민 참여 지표의 모호함, 다양한 방

식의 주민참여 지표 산출 등의 의견을 제안하 다. 

 

TF 회의 개최 지표가 1~8회까지 회의개최 수를 평가하였음. 개최횟수 

등 형식적인 양적 평가 보다는 내용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필요함(O광

역시 복지노인정책과 ○○○). 

민관협력 정도에서 민관협력에 대한 명확한 지표내용이 필요하다고 생

각함. 단순히 재원을 민관이 공동 투자하거나 인력이 공동으로 협력하

는 수행방식이라는 내용만으로는 평가지표 설명으로서 모호함(O광역

시 복지노인정책과 ○○○).  

시행결과 보고서상의 민·관 협력 개념과 이번 평가에서 원하는 민관협

력에 대한 개념 차이로 인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평가자료 작성에 어려

움이 있었음.  지표에 대한 해석을 위해 타지자체 담당자들과 연락을 한 

결과 지자체 담당자별로 지표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달랐으며, 어떤 개

념과 이해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확연히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

였음(I광역시의 i군 주민생활지원과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얼마나 민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

것을 원활하게 잘 시행하였느냐 하는 것인데 민관이 협력을 잘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는 인상을 받았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민

관협력기구이기 때문에 협의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민관의 협

력정도를 중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 지역사회복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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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민관협력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여러 계획들의 기획 및 수

행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함(A광역시의 a구 복지정책과 ○○○). 

참여와 협력 영역-민관협력 정도 지표의 경우, 복지사업은 대부분이 보

조사업이거나 민간위탁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가 지표 매

뉴얼에서 언급한 민간협력사업(민관이 공통으로 투자하거나, 인력이 공

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의 정도가 전체 사업의 20%이상을 차지하는 것

은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함. 지표가 높게 설정되어졌다고 여겨짐(M광

역시의 z시 사회복지과 ○○○). 

지역주민 참여도는 사업의 성격상 지역주민 참여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평가한다는 것이 어려움. 지자체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주

민참여와 관련된 사업을 선정한 경우는 가능함. 이러한 경우 주민참여

에 대한 기준 또한 서류상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워 담당자의 주관에 따

라서 점수 차이가 많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민참여도는 높은 점수

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N광역시의 n시 협의체 ○○○). 

일반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서비스를 받으면 그만이지 지역복지계획이 

수립이 어떻게 되는지, 본인들이 의견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별 관심이 

없는 것이 대다수임. 이런 상황에서 평가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이 되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음. 제대로 의

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일반주민의 쉬운 접근방법에 대한 대안이 제시

되었으면 함(I광역시의 af시 협의체 ○○○). 

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전반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며 모니터링을 하는 지역주민을 지역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각종 지원이 필요함(L광역시의 l시 복지청소년과 

○○○). 

회의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제출된 건의서, 주민의견청취 건수 등의 

내용이 지표에 포함되었으면 함(M광역시의 z시 사회복지과 ○○○). 

다. 새로운 지표의 제안

그밖에 일부 응답자들은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에 있어 새로

운 지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 다.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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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추진 인력의 전문성, 지역 주민의 만족도, 상대평가가 가능한 지역

사회보장지표, 지자체 담당자의 태도 및 자료 준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하 다. 

평가대상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시혜자의 입장인 관이나 사업에 

맞춰져 있어 수혜대상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삶의 질을 변화 시키

고 어떤 효과를 발생시켰는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이루었는지를 평가 

할 수 있는 지표가 없었다고 생각 함.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효율성을 정

성평가에 추가하여 우수사례나 스토리텔링 형식의 평가 방법을 제안함. 

또한 추진결과 평가지표에 투입에 대한 산출결과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

에서 평가를 위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복지문제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사업 추진 전과 후를 비교하는 지표를 추가하기를 

제안 함.  추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에 따라 필요성을 

재평가하고 지속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평가지

표에 포함 시켜 복지재정의 효율화가 평가 지표에 반영되기를 제안함

(H광역시의 u시 복지네트워크팀 ○○○).

추진인력 전문성 제고 노력(지자체 관심도)에 대한 평가지표를 추가했

으면 좋겠음. 실제로 담당자의 업무이동으로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움.  추진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관련교육 참여, 업무담당자의 

근무기간, 기관장의 관심도(회의참석, 간담회 지원 등)를 측정할 수 있

는 지표를 추가하여, 부서장의 관심을 유도하고, 추진인력의 전문성을 

간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B광역시의 r구 주민생활지원과 

○○○).

지역주민의 만족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으며, 확실한 지표

에 의한 상대평가가 가능한 사회보장 지표 개발이 필요함(예를들면, 복

지사업을 유형별 범주화시켜 예산증가율 및 만족도 조사 등을 반영)(P

광역시의 p시 주민복지과 ○○○).

지자체에서 자체평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평가시 간과한 부문인 정량평

가, 지자체 및 담당자의 태도, 계획의 실행의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

표개발이 필요함(L광역시의 l시 복지청소년과 ○○○). 

지자체의 준비는 대체로 서류준비 정도로 평가했는데 지자체별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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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정도가 크게 차이가 있음. 각 사업별 관련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는 관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수 배점을 좀 더 올리는 것(10점으로)

도 필요함(N광역시의 n시 협의체 ○○○). 

  2. 평가절차에 대한 개선사항

가. 평가방법 관련 의견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다수의 응답자가 중복된 평가방식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 다. 시군구의 경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광역지자체로 제출, 광역의 평가를 수행하 으며, 이후 보건복

지부로 결과서를 재제출함으로써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현장평가 역시 시도의 평가와 보건복지부의 현장평가 이중적으로 실시되

었으며, 현장평가 자료의 양식 역시 상이하여 자료작성으로 인한 시간과 

인력소모가 가중되었음을 강조하 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가의 단

순화, 자료의 일원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 다. 

평가지표가 기본적으로 연차별계획 시행결과 보고서 보건복지부 매뉴

얼에 기반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바, 그에 대하여 큰 이견은 없

음. 그러나 이 지표는 이미 연차별시행결과 보고서에 그 지표를 근거로 

자체평가 등을 기록하여 평가되어 보고서로 도를 통해 제출되었음. 그

것을 이번 평가에 다시 기록하는 형태가 되어 이중적인 행정업무가 되

는 형태임(I광역시의 af시 복지정책과 ○○○). 

광역시도 및 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자체평가와 보건복지부의 지

자체 평가의 평가취지 및 평가구성 틀 전반적인 면에서 다소 상이한 부

분이 있음(N광역시 사회복지과 ○○○). 

시행결과 평가시 평가보고서, 서면평가보고서, 현장평가 보고서 세 차

례의 평가를 받았음.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바꿔가며 보고서를 작성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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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음(L광역시의 l시 복지청

소년과 ○○○). 

각 시기마다 자료작성 등에 최선을 다였지만 자료작성 등 어려움을 겪

어, 업무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등이 많이 가중되었음. 향후에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모평가의 2단계만 진행되어 평가에 따른 담당(개

선: 공모평가형식 (시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 제출)→ 현장평가 (우수

집단 군)→ 결과 직원의 업무를 경감하였으면 함(P광역시의 p시 주민

복지과 ○○○). 

하나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1단계로 각 시도 단위에서 서면평가와 현장

평가라는 2차례의 평가를 거친 후, 또 2단계 과정으로 복지부의 서면평

가와 현장평가의 2차례 평가를 거치게 되면서 예년의 평가 및 다른 업

무의 평가에 비해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음(I광역시의 i군 

주민생활지원과 ○○○).

이번 평가는 요약본, 완성본 두 가지로 공모서를 작성, 제출해야 해서 소

모적이었음(I광역시의 af시 협의체 ○○○). 

나. 평가시기에 대한 의견

다음은 평가시기와 관련된 의견이다. 평가시기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평가 지표에 대한 결정 및 시달이 지연된 

데 따른 실질 업무기간의 부족에 대한 고충이었다. 많은 응답자들은 자료 

작성 시간이 촉박하여 원하는 바를 충실히 담지 못하 으며, 강도 높은 

업무환경으로 인한 피로를 느낀다고 답하 다. 

 당초 시달된 지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온갖 자료를 찾는 등 시간을 많

이 소비한 상태에서 지표가 몇 차례 수정되어 재시달되면서 지자체 업

무 담당자들의 평가 자료 작성에 혼란이 야기됨. 또한 수정 전 지표에 

의해 작성된 자료가 무의미하게 되어 수정 지표기준으로 재작성하게 됨

으로써 지자체 업무 담당자들의 시간 낭비 문제와 이로 인한 업무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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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함. 평가 관련 지표 결정 및 시달 전 결정 지표에 대한 설명과 지

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자체 업무 담당자 교육 추

진 필요할 것임(I광역시의 i군 주민생활지원과 ○○○). 

짧은 기간 동안의 평가준비로 평가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일상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음. 평가준비 기간 동안 계속되는 야근과 주

말까지 출근으로 소진현상으로 힘들었음. 여유 있게 평가계획이 공개되

면, 일상적인 업무 추진 시 도움도 되고, 짧은 시간에 평가를 준비하느라 

소진되는 현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음(B광역시의 r구 주민생활지

원과 ○○○).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자료 제출까지 소요되는 과정(관련부서 협의 

및 자료 취합, T/F 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등)을 감안하면 최소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사전 교육도 없이 촉박

한 시일 내에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음(M광

역시의 z시 사회복지과 ○○○).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기와 관련된 의견으로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할 시, 지자체의 예산 수립

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있는 작성 시기가 자치단체 예산 및 사업계획 확전 이전으로 

조정이 필요함. 시행계획 작성 기간이 너무 빨라 수정(추가)사항이 반

영되기 어려움. 시･군 시행계획 제출: 전년도 11월말 → 당해 연도 1월

로 조정 필요함. 도 시행계획 제출: 당해 연도 1월말 → 당해 연도 2월

로 조정 필요함(O광역시 복지노인정책과 ○○○).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가 익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매년 11

월: 실 작성 시기는 10월)로서 예산 투입 계획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

음(O광역시의 o군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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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단 구성 관련 의견

평가단의 구성, 운 과 관련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응답자도 있었

다. 자체평가 운 과정에서의 문제, 보건복지부의 평가단 구성에 대한 의

견 등이 있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가단 운 의 방안을 제

시하기도 하 다. 제시된 방법은 지방교차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방 공무

무원을 평가단에 포함하거나, 실무협의체나 동협의체 위원을 포함하는 

방안, 자체 평가기구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1차 현장평가 시 이틀에 걸쳐 나뉘어 방문을 했는데, 첫날 현장평가를 

받았던 팀에 비해 이튿날 받은 팀은 평가관련 팁을 받아, 자료 수정이 

가능하여 첫날 현장평가를 받았던 팀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었

음. 평가위원의 스케쥴로 어쩔 수 없었지만,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현장평가를 하루만에 실시하든지, 한 장소에 모두 모아서 실시하

는 방법이 필요함(B광역시의 r구 주민생활지원과 ○○○). 

평가단은 중앙부처 담당사무관과 학계 2명으로 총3명으로 구성되었는

데, 향후에는 5명 이내로 구성하여 동일 자료로 지방교차 평가와 중앙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P광역시의 p시 주민복지과 ○○○).

 우리 지자체의 경우, 사업담당자(공공)가 1차 평가를 하고, 실무협의

체 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2차 평가(민간)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

업담당자만 평가를 하고 끝내는 지자체들도 있음. 민간평가위원들의 평

가를 의무화하고 평가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도구와 평가방법이 필요함. 

또는 동협의체 위원을 활용하는 평가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임. 또한 사업 진행 중에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사업담당자가 계획대로 사업을 잘 수행하거나 정당한 방법

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람(A광역시의 a구 협의체 ○○○). 

지금은 지역 여건상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수행 평가의 주체가 엄

정하게 구분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

해서 자체평가기구를 구성할 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수행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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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관련전공 교수 및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자, 사회

복지실무전문가 등의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함(C광역시의 c구 협의체 ○○○).  

  3.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련한 

전반적 의견

가. 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논의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와 관련하여 많은 

담당자들은 평가 대상 사업의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 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산의 출처와 관련된 정부예

산사업인 보편사업과 지역의 자체예산을 활용한 자체사업에 대한 논의이

며, 두 번째로는 비예산으로 운 되는 사업의 평가에 대한 논의이다. 우

선 보편사업과 자체사업의 논의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응답자가 보편사업

을 제외한 자체사업만을 평가대상으로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 다. 중앙

의 지침으로 전국에서 동일하게 운 하는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지역사

회복지계획의 취지에 맞지 않고 평가의 의미가 적다는 것이다. 동일한 기

준으로 운 되는 사업을 각기 다른 성과지표로 측정하는 것이 무리가 있

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보편사업을 제외하거나, 포함할 시 동일한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사업시행결과 분야의 보편사업은 제외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보편

사업은 대부분 중앙사업으로 예산, 지원대상자 등이 중앙에서 정해지므

로 사실상 평가내용으로서의 의미가 적다고 생각됨, 업무량과 평가보고

서의 양만 많아질 뿐 질적인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음(L광역시의 l시 복

지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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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일반)사업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기초생활, 긴급지원 

등 국가(중앙)의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사업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이 아님. 또한 보편(일반)사업의 경우에는 정부합동평가에 관

련 지표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기초수급자, 긴급생계비, 통합사례관리

분야, 기부식품 등).  물론,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들

이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지만, 평가자료 작성 시 투입

되는 노력에 비해 보편(일반)사업으로 평가 시 변별성이 크게 있는지 

평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의문점이 들었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한 평가 지표가 더 효과적이라 사료됨(B광역시

의 r구 주민생활지원과 ○○○)

보편사업이 경우, 각 지자체별로 동일한 사업내용을 사업량에 따라 예

산만 다른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로 평가에 대한 산출

자료를 별도로 하고 있어 지표에 대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함. 동일

한 사업을 예산투입과 산출 또는 참여자 수 등으로 지표가 다를 경우, 

그 지표로 인해 점수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임(D광역시의 d구 생활보

장과 ○○○). 

보편사업의 경우 중앙에서 기본사업목록을 동일하게 잡고 그 범주 안에 

있는 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보편사업으로 구분하여 유사한 평가지표로 

투입과 활동, 산출을 잡는다면 지표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

임(D광역시의 d구 생활보장과 ○○○). 

시군별 동일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군은 보편사업으로 분류하

고, 어떤 시·군은 지역사업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사업과 

보편사업에 대한 구분(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N광역시의 

n시 협의체 ○○○). 

다음으로는 비예산사업의 평가에 관한 논의이다. 2014년 연차별 지역

사회복지계획 평가에서는 비예산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작성하

지 않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비예산사업은 민과 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욕

구에 부합한 사업을 계획, 추진하는 성격이 짙으므로 사업평가에 반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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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비예산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과 협력하여 보완하는 

성격으로 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 다. 

비예산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작성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

음.  민간협력사업은 사업특성상 전달체계 또는 인적안정망 등 비예산

으로 진행하는 하는데 민간협력사업을 강조하면서도 비예산 사업을 평

가대상에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예산사업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비예산사업 중 사업성과가 뛰어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함(D광역시의 d구 생활보장과 ○○○). 

비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

함. 사실상 비예산 사업은 순수하게 민 + 관 회의를 통한 연계사업추진 

등이 주여서 민관협력 노력도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P광역시의 

p시 주민복지과 ○○○).

우리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정지원 체계가 불안정하여 안정

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우며 국시비 매칭사업의 자체예산 확보도 어려운 

실정으로 자체적인 대규모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움. 이처럼 재정자립도

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대규모 예산사업보다는 비예산인 민관협력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민･관협력도나 사업 성과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음. 비예산사업을 평가대상사업에 

포함시키고 목표달성을 위한 민관협력과 사업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C광역시의 c구 주민생활과 ○○○).

예산지원 실적에 관한 평가 지표에서 비예산 부분은 아예 평가에 없음.  

비예산 부분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고 생각함. 비예산 부분에 대한 배점도 필요하다고 봄. 예산부문으로

만 구성된 평가는 진정한 지역사회복지 평가를 하기에 미흡하다고 사료

됨(C광역시의 c구 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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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인력의 전문성 관련 논의

다음은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작성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한 의견이다.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지역사회복지계

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가 

업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업무의 경우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계획수립 담당

자와 평가 담당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계획수립 전 

매뉴얼 교육, 평가 실시 전 매뉴얼 교육 등 평가 업무 이해도 및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매뉴얼 사전 교육이 필요함(M광역시의 z시 사회복지

과 ○○○). 

시행결과 평가 시 지표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진행되어 업무를 처음 

보는 경우 생소한 내용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매년 평가가 이루

어지지 않고 격년으로 평가를 한 만큼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

어야 할 필요성 있음. 평가관련 인센티브를 민관으로 나누어 지원 필요

함. 평가에 대한 대외적 위상 및 복지계획에 대한 단체장 의지를 높이기 

위해 수상자를 부단체장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L광역시의 l시 복

지청소년과 ○○○).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평가를 준비하게 되어서 처음에 당황스럽고 연차별 평가지

만, 중장기 계획 하에 진행되어서, 이전 자료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 담당자만 4명이 바뀐 상태라 자료를 찾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교육을 받고 싶어도 개설되어 있는 교

육이 자주 없었고, 필요한 시기에 맞는 교육이 없어 더 힘들었는데, 다른 

지자체 업무 담당자들도 제일 힘든 업무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업무라 하

며,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음(B광역시의 r구 주민생활지원과 

○○○).

또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단순 매뉴얼 안내를 넘어선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어야 하며, 정기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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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이루어지기를 강조하 다. 보다 우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

립,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차별 평가를 기회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수행목표치 설정이나 

예산계획 수립에 단순히 예산지원율로 결과를 제시하는 형태가 아닌 질

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하도록 위와 관련한 우수사례를 실무적 

형태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 매뉴

얼 교육 시에도 단순히 기초적으로 매뉴얼만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평가서 작성 기법을 실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람. 평가결과 우수지역

들은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어 어려움 없이 이런 매뉴얼에 입각하여 

제시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사 업에 대한 

질적평가지표를 제시함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았음 (I광역시의 af시 

복지정책과 ○○○).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수행목표치 설정이나 예산계획 수립에 질적

평가, 정성평가 지표를 사용한 복지계획이 중요한데 그간 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지표 제시에 어려움을 느낀 지역이 많음. 위와 관련한 

우수사례를 실무적 형태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 매뉴얼 교육 시에도 단순히 기초적으로 매뉴얼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법을 실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람(I광역시

의 af시 협의체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최소 1년에 3회 정도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업

무와 관련한 교육을 개설하거나, 시도 단위의 교육이라도 개설하여 주

었으면 함(B광역시의 r구 주민생활지원과 ○○○). 

다. 타 평가와의 중복 관련 논의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하여 상당수 응답자들은 타부처·부서

의 계획 및 평가와 중복됨으로써 업무협조가 어려우며, 중복적인 업무로 

행정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주장하 다. 현재 사회복지분야에는 아동복지

시행계획, 저출산고령화 계획, 여성발전기본 계획 등 10여개의 유사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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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계획 간의 어떠한 유기적 연결이 이루어지

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분야 유사한 계획들이 10여개에 이르며, 이들 계획을 포

괄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생각함. 비슷한 계획들이 너무 많

아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법령을 없애는 것이 어렵겠지만,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비슷

한 계획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통합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각종 계획 수립의 근거법령에 간주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ex) 아동복지시행계획 수립 근거 법령에 ‘지역사회복

지계획에 아동복지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동복지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N광역시 사회복지과 ○○○). 

원활하고 질 높은 평가를 위해서는 계획서의 충실성이 중요한데 중앙부

처별로 종합계획(여성종합계획, 보건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또 각 자

치단체별로도 양식이 다른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담당자들이 업무에 과

중을 느껴 계획서가 충실하지 않게 됨. 중앙부처에서 모든 계획을 하나

로 통합하여 담당자들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N광역시의 

aw군 협의체 ○○○).

보건 분야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중적

인 성격으로 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에 다소 비협조적임. 보

건복지부 소관 또는 유사한 중장기계획은 통합 수립하는 방향 검토 필

요.(D광역시의 d구 생활보장과 ○○○).

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타부서 등 협력 관련 논의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관련 공공기관, 지자체내 사업부서 등

과의 협력과 관련한 의견이다. 일부 응답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주

된 협력관계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

며, 지자체 내의 사업부서나 관련 공공기관의 협조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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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강조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계획 수립 및 평가는 업무담

당자가 도맡게 되므로 업무 부담이 높다는 것이다. 해결방안으로는 관련

자 및 상급자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컨설팅, 워크숍 등의 실시를 

제안하 다. 한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력이 잘 구축되었다고 응답한 

담당자의 경우, 그 원인을 협의체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라고 답하여, 지

역사회복지계획의 활발한 협력을 위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

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중앙에서 생각하듯 민관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

는 경우가 많지 않음. 특히 단체장과 협의체의 민간공동위원장과의 관

계가 협의체의 위상 및 예산 반영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

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이해부족과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각 사업 

업무담당공무원 및 협의체 위원의 참여도도 시간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

는 실정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간사는 실무분과의 의견수렴을 취합

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하고 있으며 결국은 지역복지계획 업무담당자가 

주도적으로 계획수립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음.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공무

원 및 협의체 위원 등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단순한 지역차원의 워크숍 

형태가 아니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통한 밀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

며 교육 시에도 공무원 및 실무위원등을 결합하여 지역의 복지문제 및 

해결방안 등에 고민하고 토의하는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내용이 필요

함.(L광역시의 l시 복지청소년과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소

통 주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이 미약하며, 지역사회(농촌형 군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문지식 및 사회복지 경험을 겸비한 인적네

트워크 구성이 곤란함. 지역보장계획의 이해도 저하에 따른 심의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됨. 법적 근거를 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보장계

획 수립이 다분히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대다수 시군구의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보장계획을 주도하기보다는 행정주도의 

지역보장계획의 수립과 평가가 진행됨. 법적 이행사항으로 지역사회보

장협의체의 의견수렴, 심의과정에서 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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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예산, 지역여건 등 고려할 경우 민.관의 대립관계 발생이 우려됨(O

광역시의 o군 주민생활지원과 ○○○).

각 부서 담당자들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복지계획을 수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험을 함. 이에 보장계획단

계에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과장, 국장, 구청장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 할 

수 있는 장치 필요함(ex. 복지계획TF팀에 복지문화국장 의무 참석 

등)(A광역시의 a구 협의체 ○○○). 

지역사회복지계획 전반에 대한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협의체 상근간사

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인

인 협의체 민간위원･지역주민의 교육은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음. 전문

적이고 공식적인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온라인상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각종 동영상 제작･배포로 지역민들의 지역보장사업의 필요성 

및 스스로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전문가로 양

성하여 향후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C광역시의 c구 주민생활과 ○○○).

우리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수립과정부터 평가과정

까지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민관협력이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과 관심 때문이라

고 볼 수 있음. 협의체 직원의 신분보장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하여 확

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N광역시의 aw군 협의체 ○○○). 

마. 평가 결과 활용 관련 논의

마지막으로 시행계획 평가와 관련하여 투명한 결과 공개 및 결과 공개 

방식에 있어 단순한 서열화 대신 취약지역과 선도지역을 구분하여 지역

의 특성에 맞는 컨설팅,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전체 지자체의 지역사회복

지계획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 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 

지자체 시행결과 평가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함. 행정의 신뢰

성, 평가의 공정성 등을 위해서는 결과평가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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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우수사업 등에 대한 공유도 이루어질 수 있음(L광역시의 l시 복지

청소년과 ○○○). 

향후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결과에 따른 순위, 서열화가 지양되었

으면 함. 지속적인 평가가 지역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순기능도 있

지만 ,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신경을 꺼버리는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

고 . 담당직원만 힘들어하기도 함. 앞으로는 서열화하여 인센티브 제공

보다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결과에 따른 집단군(최우수. 우수, 컨설

팅 필요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군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필

요하다고 생각됨.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지역복지계획, 내용 등 전반적

인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여 접근하면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업그래이

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P광역시의 p시 주민

복지과 ○○○).  

시행계획 및 평가 결과 후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

업비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M광역시의 m군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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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본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행정은 대다수의 업무가 정부의 기관

위임사무 던 관계로 중앙정부와 도도부현을 중심으로 운 되어 시정촌

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복지정책 추진은 매우 한정적이었다.34)

하지만, 1970년대에 ‘일본형 복지사회’ 건설이 제기되고 1980년대 이

후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삭감 및 억제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원배분 개혁, 사회복지행정 분야 기관위임사무의 단체사무

화가 이뤄지며 지자체 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35)

그 이후 1980년대 복지개혁과 1990년의 사회복지8법 개정을 거치면

서 시정촌이 사회복지주체로서 법적으로 명시되었고 노인보건복지계획, 

장애인기본 계획, 엔젤플랜 등 계획행정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방

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호보험제도에서의 시정촌의 역할 확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 제정은 지역복지계획의 종합적 수립 및 실시의 

책임을 시정촌이 담당함으로써 지역복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즉, 기초지자체로서 시정촌이 종합적인 행정주체로서 

보건, 의료, 복지, 도시계획 등의 각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

34)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에서는 사회복지를 중앙정부 사업을 생각하여 구체적인 제
도를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하청기관과 같은 성격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으나, 
1973년 석유파동 이후의 경제침체로 인해 기존 복지중앙정부정책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미즈시마, 2013).

35) 기관위임사무에서 단체사무로 변화된 것은 지차제의 행정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정부-지
자체 간 역할분담을 추진해 나가는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의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과 협력 기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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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분담에 따른 복지행정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장에서는 일본의 복지행정 발전과정

과 그 특징을 파악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지자체 간 역할 분담, 지자체의 

복지재정 현황,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분담, 평가체계 운 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 다.

  1. 일본 복지행정의 발전과정과 특징

가. 사회보장정책의 발전 흐름과 특징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회적 질서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1946년 (구)생활보호법 제정을 시작

으로 1971년 아동수당법 제정까지 다양한 법과 제도적 체제를 갖추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의 오일쇼크 세계적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대폭

적인 사회보장관련 제도 확충에 대한 비판의식이 팽배해지면서 1980년

대 중반부터 행정개혁과 병행한 사회보장개혁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부

터 계속된 사회보장개혁은 국고보조금 삭감, 수급자격의 제한, 민간자원 

활용 등으로 이어졌다(古川, 2005).

2000년에 시행된 사회복지구조개혁으로 현대 일본사회는 사회복지서

비스 관련 정책을 추진36) 기반을 구축하고, 더불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지

36)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와 사회보장체제의 전면적인 재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
으며 구체적인 움직임은 1995년 권고를 전후하여 본격화 되었었다. 이러한 논의를 거
쳐 1997년 사회보장구조개혁의 방향이 공표되고, 그 방향성으로 이용자와 공급자간의 
대응한 관계 확립, 다양한 욕구에 대한 종합적 지원, 질과 효율성 확보, 주제의 다양화, 
복지문화 형성, 운 의 투명성 확보 등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심재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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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복지의 개념을 도입시키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등 점진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사

회보장재정의 부담을 안정화시키면서 공공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리에 관

한 부담을 축소시켜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향성에 기초하여 2000년대 이후 계속적인 개혁 작업이 두드

러지게 추진되고 있는 분야가 연금과 개호보험 관련 정책이다. 특히 

2000년에 개호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가족의 

개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방식을 도입, 개호 관련 재가, 시설서

비스를 확충하고,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개

인 및 주식회사도 운 할 수 있게 개방하 다. 이와 같은 개호서비스의 

민 화는 일본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있어 패러다임 변화의 기반이 되

었다.

나. 복지행정의 변천과정

일본의 복지행정은 생활보호법(1950년)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보호행

정, 아동복지법(1948년)과 신체장애인복지법(1948년), 정신박약자복지

법(1960년), 노인복지법(1963년), 모자복지법(1964년)으로 복지6법체

계에 근거한 업무 추진을 담당한다.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시정촌(市町村) 단

위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민간사회복지조직인 사회복지협의회

가 1951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조직되면서 사회복지법인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제도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의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복지행정은 도도부현지

사나 시정촌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관위임사무가 대부분으로,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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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주체로서 명확화 되지는 못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행정은 지역의 욕구에 따라 비교적 시정촌 주

체의 복지행정부문으로 인식되면서 자치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데 이는 보육행정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시정촌장의 기관책임사무로 

되어있었지만, 보육료 산정이나 보육시설의 직원 수 등의 다양한 재량적 

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기관책임사무가 아닌 복지행정의 대부분은 지방재정법 제

16조에서 제시하는 ‘장려적 보조금’으로 운 되어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

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분야의 노인클럽운 은 국고 1/3 

보조를 받아 모든 시정촌에서 노인복지정책의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되었

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도 같은 형태 다.

이러한 경향이 1980년대의 복지개혁을 거치면서 실제 1986년의 ‘국

고보조금 보조율 인하’라는 재정적 변화로 복지행정상의 다양한 변화가 

유도되었다. 즉,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등의 중심사업이 자치사업이

라고 불렀던 단체사무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관책임사무에서 

단체사무로의 전환은 주무대신(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시정촌 또는 시정

촌장에게 이양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단체사무화로 인해 시정촌의 복지행정 역할이 변화하게 되었으

며 지역별 복지의 주체적, 자주적 추진에 대한 기대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6월에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법으로 명칭

을 변경하고, 개정된 법안의 제4조(지역복지 추진)와 제6조(복지서비스 

제공체제 확보 등에 관한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에 중앙정부

와 시정촌의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 즉, 중앙정부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계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시정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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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조 제4항에 입각하여 지역복지 추진과 관련한 일원화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의 복지8법 개정, 분권일괄법 시행, 개호보험제도 시

행, 사회복지법 개정에 따른 개별 사업법 개정으로 시정촌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주체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게 되었다.

  2. 복지행정의 중앙정부-지자체 역할 구조

앞서 제시한 복지행정의 변천과정에서 중앙정부(국가 및 도도부현) 중

심의 중앙집권제에서 지자체(시정촌)로 복지행정상의 권한이 이양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중앙정부-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방

향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복지행정 업무 수행 시의 역할 분담과 2000년대 

이후 일본 복지행정에 기본 틀이 되고 있는 지역복지계획 수행 시 중앙정

부-지자체 간 역할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일반적인 복지행정 업무

1947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중앙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정부로서 

존재하면서 전국적인 규모 및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주민에게 접한 행정은 가능한 한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기본

으로 자주성 및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제시함으

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 다.

즉, 중앙정부는 외교나 국방, 사업, 통화, 금융, 국민생활의 기본선에 

관련한 사항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그 이외의 주민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담당하는 방향에서 이는 복지행정에도 그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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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관계는 1988년의 지방분권개혁과정에서 

추진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 등에 관한 법률(지방분권일

괄법, 1989년)’에서 법적으로 재규정되었다.

즉, 지방분권일괄법에서는 기존 중앙정부가 상위기관으로 지자체가 하

위기관으로 운 되던 중앙집권적 행･재정모델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 다.

당시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악화, 재정관계의 불균형 등

으로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삼위일체개혁을 실시하면서 보조금

의 삭감,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의 세제 이양, 지방교부세개혁 등을 한 번

에 개혁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세제, 재정관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노력을 취하게 되었다(미즈시마, 2013).

그리고 2006년 12월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지방분권개혁추진법’을 제정하여 지자체에의 권한 이양과 지자체

에 대한 사무처리 의무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세제배분 검토, 지자체의 

행정체계 정비와 같은 기본 방향성을 제시하 다,

위와 같은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분야 사

무업무에서 중앙정부가 사회보험, 의사 등 면허, 의약품면허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도도부현(시정촌의 ‘정촌’구역 담당)은 생활보호, 아동

복지, 보건소 운 을 그리고 시정촌은 생활보호(시정촌의 ‘시’지역 담당), 

아동복지,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보건소(특정시)운 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神野, 2014).

중앙정부와 도도부현, 시정촌으로 구분하여 중층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대도시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나 ‘특례시’ 

등 규모에 따라 소관사무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분권일괄법 제정 이후 삼위일체개혁을 거쳐 201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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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추진 관련 법률정비

에 관한 법률(지역주권일괄법)‘ 제정으로 지자체의 역할 수행에 관한 규

정이 명확히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률체계를 거쳐, 결론적으로 지자체의 복지행정은 법정수

탁업무인 사회복지법인 인가, 생활보호법에 따른 보호, 복지관계 수당 지

급, 복지시설 인가 등을 담당하고 자치사무로 아동복지법 등의 사회복지

관계법에 따른 행정, 복지서비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 그리고 각종 

단독사업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사회보장제도심의회(1995년)>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분담 

사회보장은 국민의 생활을 공적책임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그 목적달성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마련, 비용부담, 필요한 서비스 확보 등을 수행하여야 
함. 
이러한 경우 책임소재와 사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및 
지방공공단체 가운데에서도 도도부현(우리의 ‘시도’)과 시정촌(우리의 ‘시군구’)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사회보장의 전반적인 제도의 기획･수립 담당.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사
회보장시책에 관련한 기획･입법, 법제화, 최저기준의 작성, 비용부담 등에 관련한 내용 
검토가 필요함. 또한, 사회보장 중에도 소득보장과 관련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에 의한 정책결정과 재정책임이 확립되어야 함.

○ (도도부현) 시정촌이 수행하기 힘든 광역적인 사업, 전문기술적인 사무 등은 도도부현
이 담당해야 함. 예) 사회복지시설의 도도부현 내 적정배치 등에 대한 계획 수립, 각 
시정촌간 연락조정이나 전문기술의 지도, 인재 육성 확보, 비용 부담 등

○ (시정촌) 보건･의료･복지와 같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시정촌이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이에 주민욕구의 파악 및 평가, 서비스 네
트워크 형성, 서비스 공급조직의 육성, 서비스 질의 확보, 비용부담 등을 추진함

 - 종합적･계획적으로 보건･의료･복지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
한 보건･의료･복지의 마을만들기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사업추진은 시정촌 차원의 종합행
정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조직기구 재
편성, 각종 보조금의 정리통합, 법제도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함.

○ 시정촌의 인구규모, 따라서 재정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복수의 시정촌이 공동으로 광역
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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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그 근간이 된 것은, 사회보장제도심의회

에서 1995년 고령사회 및 저성장시대 진입에 따른 중장기적 사회보장제

도 운 과 관련한 방향성 마련의 필요성을 토대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에 발맞춘 일본형 사회보장제도의 이념 및 원칙 수립 등 중장기적 사회보

장제도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권고문이라 할 수 있다. 

이 권고문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적 방향 및 사회보장을 둘러싼 과제 

등을 제시하면서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역할분담 방향성을 

발표하 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와 같다.

참고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심의회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의 방향성을 기존 역할 분담 방안과 같은 맥

락에서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의 사회보장정책에 관련한 기획 및 관리적 

역할을 담당하고, 도도부현은 지자체의 복지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에 초

점을 맞추며 시정촌은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착형 복지행정

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1년에 고이즈미 총리시대에 접어들면서 ‘작은 정부’의 

방향성에 기초하여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담당’ 하는 방향으로 공공-민간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중앙정부-지자체-민간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 다.

나. 지역복지계획 수립 관련 업무

최초의 일본 지역복지계획은 지역복지이론에 기초하여 지역복지활동 

조직화 등의 기술, 서비스 및 활동 지침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

로 책정･활용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복지행정의 선진화가 강



제5장 외국의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과 협력 기제 211

조되면서 대도시 중심으로 행정계획이 임의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사회복지법 개정 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복지분야의 기반계획’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데, 법제화 된 지역복지계획은 기존 노인, 장애인, 아동분야계획의 기반

을 구축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관련한 생활분야의 정책 및 계획과의 연계

를 도모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음의 〔그림 5-1-1〕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복지 추진을 위한 공통의 이념･목표’ 또는 향후 추진방향을 제

시함으로써 타 복지 분야 및 그 밖의 역의 계획과 그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유애정·김동화, 2013).

〔그림 5-1-1〕 일본 지역복지계획의 기본적 체계

자료: 全国社会福祉協議会(2002) 地域福祉計画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の報告書

일본은 크게 ‘시정촌(기초자치단체) 지역복지계획’과 ‘도도부현(광역자

치단체) 지역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추진하고 있다. 즉, 시정촌 지

역복지계획은 지역단위 주민들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가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으로 담겨 있다면,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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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정비 성격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지역복지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임의규정으로 근거하고 있으

나, 2014년도 3월 말 기준으로 시정촌 지역복지계획은 평균 66%의 지자

체가 계획수립을 완료하 으며, 도도부현 지역복지계획의 경우에는 

2013년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한 지자체가 87.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http://www.mhlw.go.jp).

이러한 일본의 지역복지계획은 2002년 1월 사회보장심의회복지부회(社

会保障審議会福祉部会)가 제시한 ‘시정촌 지역복지계획 및 도도부현 지역

복지지원계획 책정지침’이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수립･이행되고 있다.

〈표 5-1-1〉 일본 지역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본사항
(사회복지법 제107조)

상정되어야 할 계획사항

지역에 있어서 
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① 지역의 복지서비스 목표 제시
②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③ 이용자의 권리 옹호

지역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사항

① 복잡･다양화된 생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목적으
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진흥･참여 촉진 및 이들과 공적 서
비스와의 연계에 의한 공사협동 실현

② 복지, 보건, 의료와 생활에 관련된 타 분야와의 연계

지역복지 활동에 
있어서 주민 참가의 
촉진에 관한 사항

① 지역주민, 자원봉사단체, NGO법인 등의 사회복지활동에 대
한 지원

② 문제를 공유화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의식의 향상, 지역복지 
추진에의 주체적 참가 촉진

③ 지역복지를 추진할 인재의 양성

기타 그 지역에서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회보장심의회복지부회에서 제시한 지역복지계획 관련 지침에서는 지

역복지 추진의 배경과 필요성, 지역복지 추진의 이념, 지역복지 추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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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목표, 시정촌 지역복지계획,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의 책정목적 등

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지역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표 

5-1-1〉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단위 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지역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역복지활동에의 주민

참가 촉진과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역복지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기존 관계법령에 따라 노인, 장애

인, 아동과 같이 대상별 복지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지역복지계획이 타 계

획과의 정합성 및 연계체계를 갖춰 기존 계획내용을 포함하면서 시정촌 

및 도도부현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계획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복지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 하기 위해 심의회는 

시정촌 지역복지계획 및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수립절차와 특히 시정촌을 위한 도도부현의 적극적인 수행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시정촌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 ‘지역복지계획 책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되, 구성은 지역주민과 학계전문가, 복지･보건･의료관계

자, 민생위원･아동위원, 시정촌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

다. 단, 지역복지계획 책정위원회는 도도부현이 제시하는 지역복지계획 

책정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도도부현과 조정하면서 내용을 확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복지지원계획 책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학계전문가, 복지･보건･의료 관계자, 도도

부현 직원이 참여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조직을 설치･운 하도록 제시하

고 있다. 특히 도도부현은 시정촌이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수립지침과 해당 도도부현의 지역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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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의 지역복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되어있으며, 도도부현이 제시하는 

지역복지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는 시정촌을 지원해야 하는 내용 및 주민 

등의 주체적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촌 지역복지계획과 도도부현 지역

복지계획 수립 관련 내용과 관련 수립 지침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역단위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정촌과 도도부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시정촌이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도

도부현은 지원자적 역할로서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반 정

비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지역복지계획 

및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에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도도부

현과 시정촌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복지계획이 궁극적으로 지역단위 보건복지사업의 효과적

인 운 을 위한 제반적인 추진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보장심의회가 

제시한 지침 내용을 토대로 고려해 볼 때, 지역단위 사회복지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중앙의 역할

을 담당하고 도도부현은 시정촌의 관련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 중앙-지자체간 복지재정 운영 현황

내각부는 익년도의 지자체 세입, 세출 전체 비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현황을 파악하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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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에 따라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

본의 경우 국회에 제출하는 지방재정계획에 생활보호비, 아동보호비 등 

프로그램 단위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무에 대한 재

원분담을 구속력 있게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복지재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대상 사무 역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용되면서도 상호 접한 관계를 갖는다. 또한, 국민은 세금

이나 사회보험료 납입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며, 복지서

비스 이용에 따른 일정 기준에 기반한 비용부담을 담당한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분 관계에서 중앙정부가 세금

의 대부분을 징수해서 지방에 교부하는 집권적 분산시스템에 기반하여 중

앙정부가 세입, 세출의 방향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자체는 중앙정부

가 결정한 시책을 나누어 실시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세입은 지방채권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

부세로 중앙정부의 정책유도 등의 향을 받아왔으나, 1999년의 지방분

권일괄법 제정으로 지방의 재정주권 확립을 목표로 한 삼위일체개혁을 

단행하면서 대폭적인 변화를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 재정부문의 예산체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운 체계와 다른 특이한 점으로 지자체는 도도부현,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 시정촌과 같은 다양한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자

체의 재정은 인구나 경제수준, 재정력지수 등의 차이를 안고 있다. 여기

서 재정력지수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서 중앙

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운 이 가능한지에 관한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며 지수가 높을수록 재정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국가단위 전체 세출항목에서 사회복지관계 비용은 일반회계지

출의 사회보장관계비의 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고, 지자체에서는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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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계 비용이 민생비라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단위의 일반회계에서 사회보장관계비와 별도로 사회보장급

여비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정한 기준으로 1년

간 국민에게 지급한 연금, 의료와 같은 사회보험, 복지관계 급여 총액을 

뜻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비 규모가 사회보장수준을 측정하는 근거자

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단위 재정지출(일반회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사회보장관계비이며, 사회보장관계비는 생활보호비, 사회복지비, 사회보

험비, 보건위생비, 실업대책비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사회보험비의 비중

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복지6법(노인복

지법, 아동복지법 등)에 기반을 두고 사회복지 실시에 필요한 비용이 민

생비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관계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기준 중앙정부

와 지자체의 재정지출에서 총 지출액은 165조 7,508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세출액의 목적별세출비용을 살

펴보면, 사회보장관계비가 가장 많은 31.8%를 차지하고 이를 중앙정부

와 지자체의 세출비용으로 구분해 보면 중앙정부가 69조 1,064억 엔(전

체의 41.7%), 지자체가 96조 6,444억 엔(전체의 58.3%)을 부담한 것을 

알 수 있다.

총무성의 지방재정백서 자료(2015)에 의하면, 지자체 재정수입 총 

1,010,998억 엔의 약 35%는 지방세(353,743억 엔)가 차지하고, 다음이 

지방교부세(17.4%), 국고지출금이 16.3%의 순으로 구성되어, 지방세(개

인주민세, 법인사업세 등)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자체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 정비 및 운 , 생활보

호 실시와 관련한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데, 〈표 5-1-2〉 에서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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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와 같이 세출비용의 목적별 결산액을 살펴보면(2013년 기준), 사회

복지사업과 관련한 전체 민생비의 경우 23조 4,633억 엔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3%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1-2〉 일본의 목적별 세출금액 현황

2013년도 2012년도

도도부현 시정촌 합계액 합계액

십억엔 % 십억엔 % 십억엔 % 십억엔 %

의회비 76 0.2 360 0.7 434 0.4 450 0.5

총무비 3,433 6.9 7,188 13.1 10,001 10.3 9,962 10.3

민생비 7,522 15.0 18,828 34.3 23,463 24.1 23,152 24.0

위생비 1,735 3.5 4,426 8.1 5,989 6.1 5,993 6.2

노동비 517 1.0 196 0.4 621 0.6 769 0.8

농립수산업비 2,615 5.2 1,304 2.4 3,501 3.6 3,181 3.3

상공비 4,089 8.2 1,879 3.4 5,916 6.1 6,207 6.4

토목비 5,644 11.3 6,686 12.2 12,125 12.4 11,242 11.7

소방비 219 0.4 1,856 3.4 1,993 2.0 1,907 2.0

경찰비 3,097 6.2 - - 3,096 3.2 3,188 3.3

교육비 10,598 21.2 5,577 10.2 16,088 16.5 16,148 16.7

재해복구비 584 1.2 373 0.7 882 0.9 971 1.0

공책비 7,150 14.3 6,029 11.0 13,127 13.5 13,009 13.5

기타 27 0.1 160 0.3 176 0.2 239 0.2

자료: 일본 총무성, 2015년도 지방재정백서.

또한 도도부현이 7,521,816백만 엔(전체의 15.0%), 시정촌이 

18,827,557백만 엔(전체의 34.3%)으로 시정촌의 경우 민생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민생비(사

회복지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생활보호비, 재해구호비)는 〈표 

5-1-3〉 의 내용과 같이 도도부현의 경우 노인복지비의 비중이 38.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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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고 시정촌은 아동복지비의 지출비중이 35.3%로 가장 높다.

이는 일본의 노인복지 관련 사업의 주체가 도도부현과 시정촌으로 구

분되어있고, 사회복지법인 관리 등 도도부현의 업무가 강화되고 있는 부

분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보육사업 관리 관련 업무가 대부분 시정

촌 중심으로 추진되는 동향을 반 한 결과인 것이다.

〈표 5-1-3〉 일본의 민생비 현황

2013년도 2012년도

도도부현 시정촌 합계액 합계액

십억엔 % 십억엔 % 십억엔 % 십억엔 %

사회복지비 2,207 29.3 4,451 23.6 5,645 24.1 5,567 24.0

노인복지비 2,887 38.4 3,401 18.1 5,662 24.1 5,725 24.7

아동복지비 1,378 18.3 6,641 35.3 7,183 30.6 7,254 31.3

생활보호비 274 3.6 3,745 19.9 3,964 16.9 3,905 16.9

재해구조비 778 10.3 590 3.1 1,008 4.3 701 3.0

계 7,522 100.0 18,828 100.0 23,463 100.0 23,152 100.0

자료: 총무성, 2015년도 지방재정백서.

  3.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 정책

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평가체계

일본의 공공분야 평가에 관련한 용어로 주로 ‘정책평가’와 ‘행정평가’

가 활용되고 있다. 

정책평가는 정부가 실시하는 평가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는 특정 평가방

법(비용편익성 분석을 대표하는 정책분석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정책(시책)사무사업이라는 정책운 체계를 상정하여 상위의 정책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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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정책평가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행정평가라는 용어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평가를 지칭할 뿐만 아

니라 일반적으로 중앙, 지자체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단, 일본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활동이 단순

한 평가활동이 아니라 업무수행실적의 측정(또는 결과지향 관리)에 가깝

다고 볼 수 있다(田中　啓, 2010).

우선 정책평가의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경우 2001년

부터 제도적으로 평가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 다. 이는 1997년 말, 

총리자문기관인 행정개혁회의가 제출한 보고에 향후 정부차원의 평가를 

도입한 행정개혁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로 인해 

중앙부처레벨의 평가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검토가 시작되었다. 특

히, 여기에는 1993년 미국 클린턴 정부에서 업무실적측정을 중요시하는 

개혁이 추진되었던 것도 큰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田中　啓, 2010).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앙부처 차원의 평가체계 구축과정에

서 각 부처는 평가 실시주체 정비, 정책평가체계 운 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세부 검토가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각 제도별로 중앙부처

가 실시하는 평가를 정책평가로 명명하며 이를 의무화하게 되었다.

중앙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평가제도는 크게 사업평가, 실적평가, 종합

평가라는 세 가지로 구성되며, 사업평가는 사업실시를 결정하기 전 단계

에서 시행하고 사업수행 필요성과 비용효과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실시

되고 있다. 실적평가는 성과에 초점을 두고 정책목표에 맞춰 목표달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종합평가는 정책의 

효과성과 그 추진과정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뜻한다.

한편 일본 지자체에서 수행해야 할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본격적으

로 강조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라고 볼 수 있다. 즉, 三重県이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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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시행한 ‘사무사업평가시스템’이 그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무사업시스템이란 각각의 사무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이다.

실제 그 이전 시기에 지자체의 다양한 업무수행에 체계적인 추진시스

템 구축에 관한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되지 못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

되었던 부분이 그 배경이 되어 지자체의 사무사업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주목받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각 지자체의 특성과 사정에 맞춘 독자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행정평가붐’이 전국적

으로 보편화되어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시단위)가 각각의 행정평가시스

템을 갖추게 되었지만, ‘정촌(町村)’의 경우에는 아직 많은 지자체가 평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재정리해 보면,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평가에 관

한 법률(2001년)’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는 각 행정기관에 대한 정책평가

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반면, 지자체에서도 행정 및 재정개혁을 추진하

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평가를 추진해 왔다. 즉, 중앙정부는 행정평가시스

템 운 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갖춰 지자체를 평가하고, 지자체도 해당 시

책에 대한 행정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역주민

들에게 공표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행정평가의 단계별 구성>

 1. 정책평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방향성 및 목적을 제시하는 것을 평가함.
 2. 시책평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책(기본 계획에 따른 시책)을 평가함.
 3. 사무사업평가: 시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실시계획이나 각 당해연도 

예산의 개별사업)을 평가함.

자료: 大塚 敬(2001), 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行政評価の現状と実践的課題, 三菱政策レポー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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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개혁 등을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복지관계사업이 시

정촌 주도형의 추진으로 방향성이 전환되면서 지역복지계획 및 타 대상

별 복지계획 수립 등을 통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복

지행정이 난립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 차

원의 효율적인 정책평가 체계를 운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平岡, 2013; 長澤, 2013). 

이와 같은 정책 및 행정평가 체계 구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

볼 때, 일본의 경우 지자체의 평가체계가 중앙정부의 정책평가 필요성까

지 강조하게 된 전형적인 ‘bottom-up'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즉,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행정평가를 일원화된 체계와 틀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행정평가시스템을 구축했던 지자체의 사

례가 타 지자체에게 향을 미쳤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주먹구구식

으로 행해져 오던 정책평가를 지자체의 행정평가체계 구축사례와 선진외

국의 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단위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

했던 것이다.

여기서 일본의 중앙정부-지자체의 평가체계 구축사례가 갖고 있는 특

징은 지자체 각각의 현황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했던 평가체

계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성과기반을 구축해 왔던 

노력이 그 기반으로 작용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나. 중앙정부의 지자체 통제 및 협력 기제

일본은 1970년대 중반의 고도경제성장 침체, 저성장과 정부의 적자재

정 등 경제·재정사정을 반 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총 점검, 재검토가 주

장되었고,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분야의 재조정도 예외 없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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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논의가 중앙정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의 기반이 되면서 함께 진행되어 왔는데 핵심은 지방

자치제도 운 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되 지자체 행정에 대한 통

제기전을 마련하는 부분이었다.

그 과정에서 최근 일본 사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추진되는 부분이 중앙

정부에 의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기전이다. 이미 선진외

국에서는 공공부분, 민간부분의 내부통제 개념이나 제도를 반 하는 형

태의 체계가 구축 및 활성화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이와 관

련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상황이다.

여기서 내부통제란, 업무의 유효성 및 효율성(사업활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의 유효성 및 효율성 증대), 재무보고의 신뢰성(재무제표 및 재

무제표에 중요한 향을 미칠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 사업활동에 관한 법

령 등의 업무(사업활동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규범 엄수 촉진) 및 자산 보전

(자산취득, 사용 및 처부이 정당한 절차와 승인을 통해 자산을 확보)의 4

가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직 내 절차 수립, 모니터

링 구축과정을 의미한다. 즉, 통제환경을 정비하고 리스크 평가와 대응, 

통제활동 실시, 모니터링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수행하는 것이다(高木, 

2010).

이와 함께 지방분권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 을 통해 적절한 행정을 추진하고,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

어 행정과 주민 간 상호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기제 마련이 요구되

었는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통제기제로 공적옴부즈맨제도와 감사위원

제도가 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지자체 행정활동이나 공공정책에 관련한 민주성, 공

평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을 통제하는 제도이면서 한편으로는 



제5장 외국의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과 협력 기제 223

지자체의 공공정책 추진 지침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浜崎, 2014).

공적옴부즈맨은 고충처리기능, 행정개선기능,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의 

세 가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은 행정기관의 조직적인 

측면에서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운 하고 재정적 측면에서 적절한 행정

운 이 이뤄지는지, 또는 주민감사청구에 기초한 공급지출이 적절한가의 

관점에서 행정을 감사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

을 두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행정통제의 기능을 갖고 있으나, 그 방법

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재정운 체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자체 재정현황에 

대한 개입은 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한편

으로는 정부가 재원의 중점배분이나 특정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운 에 관여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앞서 제시했던 중

앙정부-지자체 간 통제기전과 달리 지자체재정 수입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지방특례교부금’ 지급 관련 규정은 국가의 정책변화에 따라 발생될 수 있

는 지방재정 운 상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 중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방특례교부금은 개인의 도도부현 주민세 및 시정촌 주민세 수입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공제됨으로써 감소되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파악

하여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특별조치로 운 하는 교부금제도이다. 지

방특례교부금은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전체 지방특

례교부금 총액의 2/5는 도도부현에, 3/5은 시정촌에 지원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행정이 

중앙정부와 도도부현 중심으로 수행되어 시정촌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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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추진은 매우 한정적이었지만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중앙정

부와 지자체 간 재원배분개혁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업무분담이 이루어

지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는 외교나 국방, 사업, 통화, 금융, 국민생활의 기본

선에 관련한 사항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그 이외의 주민생활과 관련한 사

항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졌다. 전체적인 행정체계의 흐름

에 맞춰 복지행정의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사회보험, 의사 등 면허, 의약

품면허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도도부현(시정촌의 ‘정촌’구역 담당)

은 생활보호, 아동복지, 보건소 운 을 그리고 시정촌은 생활보호(시정촌

의 ‘시’지역 담당), 아동복지,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보건소(특정시)운

을 담당함으로써 지역특성을 반 한 자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효율적인 제도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각각의 행정평가제도

를 운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노력을 취하고 있지만, 계속

적인 사회보장재정 압박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효율성 및 복지행정

체계 효율화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의 문제제기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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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 

2009년 오바마 정부의 출범이래로, 연방정부는 미국정부 역사상 처음

으로 근거중심(Evidence-based)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이

를 위해 정부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2014년 예산안에 대한 대통

령 담화문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하며 부족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근거와 평가를 통한 정책결정과 이를 통해 효과성이 증명

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 다. 이를 위해, 현재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또는 Pay For Success)’, ‘사

회혁신 펀드(Social Innovation Fund)’, ‘혁신적 펀드에 대한 투자

(Investing in Innovation Fund)’ 등과 같은 새로운 재정활용 방법들을 

실행하고 있으며 연구와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증명된 여러 가지 프로그

램에 대한 재정을 증가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이래로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같은 미국연

방정부의 주요한 10가지 사회보장프로그램에 대한 엄 한 평가가 이루어

져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는 효과가 적거나 

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어왔다. 이

러한 상황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혁신적인 복지재원 조달정책은 현재 

및 미래의 사회보장정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가 크다. 

본 절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근거중심 사회정책과 이 정책의 일환으

로 현재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회성과

연계채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행된 뉴

욕주의 사회성과연계채권 프로그램과 현재 실행중인 뉴욕주의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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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을 사례로 검토하여, 이들 프로그램들의 

재정조달, 실행 및 평가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

회성과연계채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정책적 방안을 모

색해 보고자 한다. 

 

  1. 오바마 정부의 근거중심(Evidence-Based) 사회정책 

가. 오바마 행정부의 근거중심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특징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이래로 미국 연방정부는 근거중심의 사회정책, 

즉 엄격한 평가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프로그램들에 대해 정부차

원의 투자를 해오고 있다. 특별히 효과가 입증된 근거중심의 프로그램들

을 찾아내고,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의회 및 연방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왔다. 미 관리예산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2014 회계년도 예산안에서 “효과적인 정부정책을 위해 예산

과 관리, 정책결정 과정에 근거 및 엄격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것”을 강조

하는 정부차원의 지침서를 발표하 다(OMB, 2014). 다음은 오바마 행

정부의 근거중심 사회정책의 핵심요소(Haskin& Baron, 2015)이다. 

첫째, 주요 사회문제 선택: 사회정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선택한다.

둘째, 모델프로그램 선택: 무작위대조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s)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엄격한 연구를 통해서, 선택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입증된 모델프로그램을 선별한다. 특별히 

근거중심의 정책사업이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 정책입안자들은 먼저 프로

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특별히 잘 실시된 



제5장 외국의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과 협력 기제 227

무작위대조실험은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가장 확실한 연구방법으로 알려

져 있다. 이 실험방법은 무작위로 선출한 개인이나 개체(학교나 나라)들

을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과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받는 

(service-as-usual)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두집단을 비교하게 된다(The 

White House, 2014). 

셋째, 의회로부터 지원금 확보: 연구근거를 통해 가능성이 입증된 모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자금

을 확보한다. 

넷째,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자금지원: 정부기관이나 수행능력을 

평가받은 민간단체들이 입증된 모델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다섯째, 프로젝트에 관한 지속적인 평가: 프로젝트의 실행효과성에 대

해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현재 진행 중인 연방정부의 6개 사업에 대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이 사업들은 엄격한 평가를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들로 

‘등급별 근거틀(A tiered evidence framework)’을 가지고 평가된다. 

  1) 방문프로그램(Home Visiting)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경우, 즉 ‘모자보건’, ‘초기아동발달’, ‘가족기

능’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는 가족을 돕는 서비스전략으

로 무작위대조실험으로 평가한 결과 몇몇 모델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행

동에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의 양육행동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흡연량 감소, 고용

증가, 자녀양육방식의 개선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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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2010-2014년 기간 동안 15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 고 

세단계의 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 다(Haskins & Baron, 

2011). 

첫 단계에서는 개별 주정부내에서의 방문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조사

(Need Assessment)를  실시하거나 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행정부가 제시한 요건에 부합하는 계획안을 제출한  모든 주정부의 경우 

지원금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정부는 필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

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아직 세부적인 요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획안을 제

시한 주정부의 경우 대부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장 긍정적인 평가

를 받은 주정부의 계획안은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청소년 임신예방(Teen Pregnancy Prevention)

제출된 계획안들은 행정부가 제시한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가패널

이 심사를 하게 된다. 

$75 million으로 책정된 등급1(Tier 1)에는 현재 75개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었고, $25 million은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효

과를 본 27개의 프로그램들이 등급2(Tier 2)에 선정되었다. 

 

  3) 혁신사업투자(Investing in Innovation Fund: i3)

오바마 행정부의 근거중심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두 번째로 큰 프로그

램으로 $650 million가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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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을 수여받기 위해서는 (1) 유치원 아동교육을 개선하고, (2) 

학생들의 대학 입학 및 학업을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돕거나, (3) 

장애학생이나 제한적인 어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돕거나, (4) 농촌지역

의 학교들을 돕는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이여야 한다. 

상위등급 지원금(Top tier of funding; Scale up funds) 은 무작위추

출(random-assignment) 실험을 통해 효과성이 증명된 프로그램에 수

여되며, 유효적 지원금(Validation grants) 은 상위등급보다 조금 낮은 

효과성을 보인 프로그램에 수여된다. 또한 발전적 지원금(Development 

grants)은 효과성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합리적인 가설을 가진 프로그

램에 수여된다. 

 

  4) 사회혁신지원금(Social Innovation Fund; SIF)

사회혁신지원금은 오바마행정부가 풀뿌리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경험 및 높은 수행능력을 보이는 비 리기관들

은 찾아내고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사회혁신지원금은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수여된다. 첫째, 중간운

기관이 지원금을 관리하며, 둘째, 지원금을 받기 원하는 지역기관들의 경

쟁을 통해서 지원금 수여가 결정된다.

현재 11개의 중간운 기관이 $50 million의 지원금을 수여받았고, 비

리기관들에게 지원금 분배를 하기 위한 매칭펀드로 $74 million의 자

금을 조성하 다. 

비 리기관들은 이 지원금으로 ‘경제･고용 기회’, ‘청소년 발달 및 학

교교육 지원’, ‘건강한 생활습관 촉진 및 위기행동 감소’의 세 가지 사회

정책 역 중 적어도 한 분야의  근거중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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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평가는 정부나 해당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이 무작위대조실

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이나 유사실험(quasi-ex-

perimental design)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에 대한 초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사회혁신지원 프로그램은 세 가지 단계의 평가틀(Preliminary, 

Moderate, Strong)을 사용한다. 

첫째,  초기단계적 근거(Preliminary Evidence): 합리적인 가설을 기

반으로  신뢰할만한 연구결과가 나온 모델의 경우가 해당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연구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을 추적하고, 또한 프로그램 

종결 시,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성과연구

(outcome study)’

(2) 제3의 평가기관에 의해, 참가자들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 는지

를 조사하는 ‘사전사후실험(pre- and post-test)’

둘째,  보통단계적 근거(Moderate Evidence): 인과성이 확인될 수 있

는 연구(예를 들어 높은 내적 타당도를 가진 연구) 디자인이지만 일반화

하는 데는 제한적인 경우, 또는 그 반대 경우의 결과가 나온 모델이며, 다

음과 같은 연구가 해당된다.

(1)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는 잘 디자인

되고 잘 실행된 실험적 또는 유사실험적 평가연구

(2) 내적요인(internal factors)의 향을 찾아내고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통제할 수 있는 상관분석연구(correlation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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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높은단계적 근거(Strong Evidence): 인과성이 확인될 수 있으

며(높은 내적 타당도를 가진) 또한 지역, 주,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 적용

될  수 있는 높은 외적타당도를 가진 모델이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는 연구디자인의 예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1)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잘 고안되고 실행된 실

험연구나 유사실험연구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2) 대규모 무작위대조실험이나 멀티사이트 연구실험(multisite trial)

을 사용해야 한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높은 효과성을 인정받은 프로그램의 경우는 더 많

은 지원금을 받게 되며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게 된다.

 

  5) 인력혁신지원금(Workforce Innovation Fund)

이 지원금은 특별히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직업훈련, 고용, 재고용 

서비스 분야에 있어 효과성이 증명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주정부

나 지역정부들에게 수여한다. 이 지원금은 또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험하는데도 사용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부처인 ‘Chief Evaluation Office’를 만들었

고, 이 부처는 새로운 평가 관리 및 프로그램들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실

시하기 위해 노동부와 함께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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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커뮤니티칼리지 및 직업훈련 조정 지원 프로그램(Trade Adjustment 

Assistance Community College and Career Training)

〈표 5-2-1〉 미연방정부의 근거중심(6개) 사업 비교 

근거중심사업 초기자금 정부관리부서 자금지원기준  시행일 

방문프로그램
(Home Visiting): 
“모성, 영유아를 

위한 방문프로그램”

$1.5
billion

보건복지부 

무작위대조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이나 유사
실험(Quasi-experimental)  
연구를 통해, 적어도 하나는 
높거나 적정한 질적 평가가 
요구됨.

2010년 
9월 

청소년임신예방 
프로그램

(Teen Pregnancy 
Prevention) 

$110
million

보건복지부  
 

엄격한 평가를 통해, 적어도 
하나는 높거나 적정한 질적 
평가가 요구됨.

2010년 
7월 

혁신사업투자 
프로그램

(Investing in 
Innovation-i3)

$650
million

교육부   
무작위대조연구나 유사실험연
구를 통한 근거제시가 요구됨. 

2010년 
8월 

사회혁신기금
(Social 

Innovation 
Fund-SIE)

$50
million

전국커뮤니티
서비스 협회 

엄격한 평가를 통한 근거제시
가 요구됨. 

2010년 
7월 

노동인력혁신기금 
(Workforce 
Innovation 
Fund-WIF)

$125
million

노동부   
지원금을 구성하는 세 단계에 
있어서,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2012년 
6월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직업훈련 조정 지원 

프로그램
(Trade Adjustment 

Assistance 
Community 
College and 

Career Training- 
TAACCCT)

$2
billion

노동부
확실한 근거(확실한 인과관계
가 증명된 연구들을 통해)가 
제시되어야 함. 

2011년 
9월 

자료: Haskins, R.(2015), The Obama Evidence-Based Revolution. The Brookings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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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동부는 교육부와 함께 근거중심의 혁신적 전략을 사용하여 

대학생들을 고성장직종에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단기간(2년 이

하)의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하여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나 대학에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4년간 $2 billion

(매년 $500 million)이 책정되었다. 

모든 프로그램 평가에는 반드시 실험집단(treatment group)과 통제

집단(control group)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기준으로는 참가자

들의 학업성과, 고용 및 소득 등이 고려된다. 

<표 5-2-1>은 현재 진행 중인 연방정부의 6개 사업에 대한 주요 특징

을 비교분석해 놓은 것이다.

나. 뉴욕주의 근거중심(Evidence-Based) 사회정책 프로그램

그동안 미국정부는 학교교육(K-12), 직업훈련, 범죄예방, 빈곤문제해

결 등과 같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입모델들을 적용시키

고, 이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해왔다. 하지만, 평가 결과, 이러한 사회

정책 프로그램의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

책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확대시키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프로그램은 종결시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 고 그에 대한 

정책으로 위에서 살펴본 6개의 근거중심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와 동시에 여러 행정부서들내의 정책프로그램들이 엄격한 연구방법

으로 평가되었고 평가 결과, 효과성이 아주 높이 평가된 몇몇 프로그램들

이 선별되었다. 엄격한 실험을 통해 문제해결에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은 프로그램들은 상위등급(Top tier)으로 선별되었고, 그

보다 낮은 단계의 효과를 보이는 프로그램들은 근접상위등급(Near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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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명 

상위
등급
(Top 
Tier)

Nurse-Family 
Partnership

(NFP, 
방문간호사 
프로그램)

목적
저소득층의 결혼하지 않은 여성청소년을 돕기 위한 
간호사의 정기적 가정방문

서비스

∙ 예방의료서비스 및 출산전 산모건강관리 
∙ 부모교육과 지원 통해 아동건강과 발달 증진 
∙ 임신계획, 직업계획, 교육 등을 통해 가정의 기능

회복 및 경제적 자립 도모

비용 및 
재원

∙ 비용: 3년의 서비스 기간동안 여성 한명당 
$13,600 달러의 비용 소요1)

∙ 재원: 정부2)와 민간자원

수행성과 
평가 및 
효과성

∙ “무작위대조실험” 실시를 통해 효과성 입증
∙ 평가지표: 자녀학대 및 방치, 체포 및 유죄판결 횟

수, 약물남용, 고등학교 졸업, 임신이나 출산 횟
수, 경제적 활동참여 유무 

∙ 2014년 평가결과, 수혜자의 공공복지혜택 의존도 
20% 감소, 체포 및 유죄판결 횟수를 각각 61%, 
72% 감소, 아동학대 행위 48% 감소3)

Carrera 
Adolescent 
Pregnancy 
Prevention   
Program
(청소년 
임신예방 
프로그램)

목적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10대 청소년들을(13세
-15세) 3년간 종합적으로 돕는 프로그램 

서비스

∙ 임신방지프로그램: 지역사회센터에서 방과후 시간
에 제공(개인과외, 숙제지도, 대학지원서 작성)

∙ 직업 교육
∙ 상담 서비스: 가족관계 및 성교육 실시

비용 및 
재원

∙ 비용: 청소년 한명당 약 $4,750 달러 사용
∙ 재원: 연방정부 보건복지부의 청소년건강국(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Adolescent Health)

수행성과 
평가 및 
효과성

∙ 무작위대조실험 결과 프로그램의 효율성 입증
∙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여자청소년들을 3년 뒤 조사

한 결과, 임신율 40% 감소, 출산율 50% 감소4)

∙ 7년 뒤 다시 조사한 결과(프로그램에 참여한지 않
았던 청소년들과 비교), 고등학교 졸업률이 30% 
증가, 대학진학률 37% 증가5) 

tier)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의 표는 상위등급과 근접상위등급으로 평가받

은 정부의 근거중심 프로그램들 중 뉴욕주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들만 선택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5-2-2〉 뉴욕주의 근거중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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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명 

Critical Time 
Intervention

(CTI,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자를 
위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목적
심각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반복적 노숙
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 가족, 친구들과의 지속적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사
회의 서비스 연결; 지역사회로 복귀 준비 위한 감
정적, 실제적 지원 제공

∙ 3개월간 세단계 서비스 지원: 전환기(Transition)-
시도(Try-out)-케어의 전환(Transfer of care)6)

비용 및 
재원

∙ 비용: 2013년 개인당 CTI 비용은 $6,290 달러
∙ 다른 사례관리와 비교시, CTI가 정신병원 입원비

용을 개인당 $24,000 달러 감소 가능7) 
∙ 다양한 자금원: 예) 뉴욕시 “Aftercare program”

은 뉴욕시의 노숙자서비스국으로부터 받음   

수행성과 
평가 및 
효과성

∙ 무작위대조실험을 통해 CTI의 효과성 입증
∙ CTI 참여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18개월간 노숙기간 측정: 실험집단의 평균노숙일
수는 30일, 통제집단은 평균 91일로 나타남8)

근접
상위
등급

(Near 
Top 
Tier)

Per Scholas 
Job Training 

Program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목적 뉴욕시의 취약계층의 노동자에게 직업교육을 제공

서비스

∙ 매주 30-35시간, 15주간 정보통신 기술교육
∙ 교육분야: 컴퓨터 넷워킹 문제 해결, 전자제품 보수
∙ 구직을 위한 모의 인터뷰, 빈곤지역 주민들의 컴

퓨터수리 등을 해주는 인턴쉽 및 고용기회 제공 

비용 및 
재원

∙ 2014년, 총 비용은 $810만 달러 소요 
∙ 자금의 75%는 민간자원으로 충당. 나머지는 정부

지원금9)

수행성과 
평가 및 
효과성

∙ 무작위대조실험 실시한 결과 효과성 입증
∙ 평가지표: 직업훈련 후 2년간 평균임금, 고용기간, 

시간당 11달러이상 임금받은 참여자 비율
∙ 실험집단을 통제집단과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은 

32% 수입 증가, 20%고용기간 증가, 11달러이상
의 임금을 받는 비율도 22%증가10)

New York 
City’s Small 
Schools of 

Choice
(“작은 학교” 

프로그램)

목적
빈곤 지역의 학업성과가 낮은 공립학교를 폐지하는 
대신 여러 작은 공립학교를 세워 특성화교육 강화 

서비스
∙ 전문적인 직업교육 및 특성화교육
∙ 비 리단체와 사기업들과의 파트너쉽 

비용 및 
재원

∙ 비용: 학생 한명당 4년의 교육을 위해 $58,000 
달러 필요 

∙ 작은 학교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공립학교와 비슷
한 수준의 운 기금 필요

∙ 다양한 민간재단의 재정적 후원(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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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명 

수행성과 
평가 및 
효과성

∙ 무작위대조실험 결과, 효과성 입증
∙ 평가지표: 재학기간 중 취득학점, 주요과목 낙제 

학생수, 졸업률, 평균학업성취률 측정
∙ 전통적인 학교에 비해 높은 효과 입증11) 

주: 1) NYC Nurse-Family Partnership의 연구에 따르면, 고위험군 NFP 가족 한단위에 대한 케
어에 투자된 비용 1달러당 공공부문은 약 5달러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NFP)(2014). 

     2) 정부로부터 오는 자원으로는: Medicaid, TANF, Child care development block grant, 
Juvenile justice prevention funds, The Federal Maternal, Infant, and Early 
Childhood Home Visiting program,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Block 
Grant(Title V),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child abuse prevention 
funds, tabacco settlement funds, and state & local general revenues가 있다.

     3) Coalition for Evidence-Based Policy(2014). 
     4) Coalition for Evidence-Based Policy(2014)
     5) Philliber Research Associates.(2007). 
     6) 서비스는 케이스워커와 수혜자가 라포가 형성되도록 수혜자가 노숙자시설이나 병원을 떠나

기전에 시작된다.(1)전환기에는 빈번한 가정방문이나 시설방문을 통해 수혜자에게 지역사회
의 자원을 재연결시켜주거나 새로운 자원을  연결시켜준다. 또한 가족체계도 함께 포함시켜 
지원한다. (2) 시도: 첫단계에서 연결된 자원들과의 갈등이나 문제를 모니터, 중재하고 수혜자
가 더 많이 자신의 일에 책임을 갖도록 격려한다. (3) 케어의 전환: 수혜자에 대한 케어가 그동
안 연결된 다른 서비스로 전환되도록 돕고, 수혜자와 함께 지속적 개발을 위해 계획을 만든다.

     7) Coalition for Evidence-Based Policy(2013). 
     8) Tomita, A., & Herman,D.(2012). pp. 935-937. 
     9) 정부지원금은 다음 부처들로부터 온다: NYS Office of Temporary Disability Assistance, 

Social Innovation Fund, NYC Small Business Services, NYC Council 
Discretionary, NYC 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10) Maguire, S., Freely, J., Clymer, C., Conway, M., & Schwartz, D.(2010). 
    11) Bloom, H. S., Thompson, S. L. & Unterman, R.(2010). 

  2.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Pay For Success) 정책

오바마 행정부는 근거중심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사회성과연계채

권이 미국 내의 산재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부의 효율적 예산집행 

및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정책틀을 개발하고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국의 경우, 2014년 회계년도 이래

로 연방정부는 SIBs/PFS 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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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SIBs/PFS 프로젝트를 원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중간운 기

관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에 3억 달러의 SIBs/PFS 인센티브펀드를 요

청하 다. 또한 의회는 연방정부의 SIBs/PFS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는 

입법안37)을 마련하 다(Haskin & Margolis, 2015). 

사회성과연계채권은 2010년 국에서 피터스보로(Peter borough) 

교도소의 재범률을 낮추는 사업을 위해 처음 실행되었으며, ‘세금 없는 

사회복지’ 모델로 많은 나라들에게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 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적은 수의 SIBs/PFS 프로젝트가 미국 내의 주정부와 지방정

부 그리고 몇몇 나라들 내에 도입되어 실행 중에 있다.

본 절에서는 근거중심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정

메카니즘인 사회성과연계채권을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2012년 처

음으로 실행된 사회성과연계채권 프로그램인 뉴욕의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프로젝트와 2013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뉴욕주의 ‘고용증가 및 

공공안전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가. 사회성과연계채권(SIBs 또는 PFS)38)

SIBs/PFS 프로젝트는 주정부가 수행목표를 정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쉽 프로그램이다. 주

37) Social Impact Partnership Act, H.R. 1336, 114th Cong.(2015); Social Impact 
Partnership Act,S. 1089, 114th Cong.(2015); Social Impact Bond Act, 
H.R.4885,113th Cong.(2014); Pay for Performance Act,S.2691,113th Cong(2014). 

38) SIBs와 PFS는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엄 하게 말하면 같은 의미는 아니다. 
PFS는 정부와 상대기관간의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지불계약 방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
어, 개인이 직업을 갖게 되었거나, 1년간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정부는 자금을 
지원하는 계약방법을 의미한다. 반면, SIBs는 넓은 의미에서의 혁신적 자금지원 방법 중 
하나로 PFS 계약방식을 지원하는 자금지원 메카니즘을 말한다. 하지만 본 고에서는 이 
둘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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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프로그램의 성과에 근거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추가 수

익을 지불하는데, 엄격한 독립적 평가 후, 목표가 달성된 경우에만 지급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없다. 

SIBs/PFS는 특별히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나 정책분야에 

활용하는 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감자들의 

재범률을 줄이거나 홈리스문제, 아동의 학업성취 격차를 줄이거나 예방

적 의료서비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1) 사회성과연계채권(SIBs/PFS): 참여기관 및 자금지원 방법

비록 개별 프로젝트마다 계약 참여기관들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다양

할 수 있지만, SIBs/PFS 프로젝트에는 일반적으로 [그림 5-2-1]과 같이 

다음의 다섯 개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 정부기관: 수행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 시 자금을 지원한다. 

SIBs/PFS는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동안 공공서비스 자금

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재정

적인 위험부담을 민간부분에 전이시킬 수 있고, 정부기관간의 협력

을 개선시킬 수 있다.

○ 투자기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자금을 부담한다. 수행목표 달성 

시, 정부가 투자비용을 지불한다는 조건하에 자금을 지원한다. 

SIBs/PFS는 투자기관에 ‘임팩 투자, 즉 그들의 투자전략을 사회, 환

경적 목표들과 부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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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SIBs/PFS 참여 기관들의 역할 및 SIBs/PFS 운영구조 

 

자료: 곽제훈(2014), 정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투자, 사회성과연계채권(SIB),국제개발협력  

○ 중간운 기관: 주로 공공정책에 관여해온 비 리단체나 경험이 많

은 지역비 리단체가 중간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중간

운 기관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젝트 실행가

능성에 대해 정부에 기술적 지원, 서비스제공 기관 선별, 투자자들

로부터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자금 조성, 정부, 서비스 제공기관, 

투자자의 계약 협상 및 조정, 서비스제공기관에 자금 조달, 전반적

인 프로젝트 실행 및 운 에 관한 감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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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기관: 중간운 기관이나 정부기관과 함께 근거중심의 

예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참여한다. SIBs/PFS 참여를 통해 

안정적, 지속적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 평가기관: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고, 목표집단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성을 평가한다. 주로 정부기관 산하의 연구기관이나 공공정책

분야의 프로그램을 평가해온 경험있는 기관들이 참여한다. 

  2) 사회성과연계채권(SIBs/PFS): 재정 및 실행에 따른 강점 및 위험부담 

(1) SIBs/PFS의 강점

SIBs/PFS는 효과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을 많은 수혜자들에게 이용가능

하게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즉 정부, 민간, 비 리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예방 및 조기치료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혁신

적인 방법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비효과적인 프로그램에 정부 자금을 

사용하는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SIBs/PFS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SIBs/PFS는 다음

과 같은 이점을 참여기관들에게 제공한다. 

○ 정부: 새로운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이 어려운 현재와 같

은 상황에서, SIBs/PFS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조기개입을 

통한 잠재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비효과

적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재정적 부담을 납세자로부터 민간투자

자에게로 전이시킬수 있으며, 효과가 증명된 예방프로그램을 확대

시키거나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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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기관: 투자기관의 경우, SIBs/PFS가 원리금을 상환받음으로 긍

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효과까지 함

께 가져올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비 리 자선단체들의 경우에는 

SIBs/PFS로 인한 사회적 효과가 그들 기관들의 설립목적, 비전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낀다(GAO, 2015). 

○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몇 년간 안정적인 지원금을 

선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점을 가장 큰 이점으로 꼽는다(Boatwright, 

2014). 이전의 성과중심계약(Performance-based contracts) 방

식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지 못하며, 이에 따르는 재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어

려움이 있었다. 또한, SIBs/PFS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효과

가 입증된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수혜집단들의 필요에 상응하도록 서비스와 전달체

계에 탄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GAO, 2015).  

 

(2) 잠재적 위험부담

SIBs/PFS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따르는 재정적 위험부담

을 정부로부터 투자자에게로 전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SIBs/PFS에 참여하는 몇몇 기관들에 있어, 계약에 따른 잠재적 위험부담

이 있을 수 있다. 다음은 몇몇 주요한 잠재적 위험부담의 경우들이다. 

○ 재정적 위험부담: SIBs/PFS 프로젝트가 중계운 기관에 들어가는 

관리비용, 평가 비용, 투자자들의 성과에 따른 지불금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 보다는 정부가 직접 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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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예방 프로그램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있다. 

○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인센티브: 성과에 따른 보상금 체계에서 오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인센티브가 파생될 수 있다. 즉, 서비스 제공

기관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를 쉽게 볼 수 있는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나 치료를 줌으로서, 실제적으로 더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장 

문제가 심한 수혜자들이 오히려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잠재적 제한점이 있다(GAO, 2015). 

○ 계약 종결:  SIBs/PFS에 참여하는 기관들 중 일정 계약기간 전에 계

약을 종결하는 조기 계약종결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특별히 

수혜자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와 같은 불이익을 가져

올 수 있다(GAO, 2015). 

○ 투자금 손실: 투자자 입장의 경우, 정부가 성과에 따른 지불금 이행

을 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투자자들이 향후 SIBs/PFS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데 향을 미칠 수 있다. 

○ 부정적 평가에 따른 위험부담: 만약 서비스 제공기관이 계획한 목표

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그에 따른 기관에 대한 부정적 평

가와 함께 앞으로의 계약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나. 뉴욕주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s/PFS) 프로그램

2012년 뉴욕주는 메샤츄세츠주와 함께 미국내에서는 SIBs/PFS 프로

젝트를 실시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다. 청소년 출소자의 재범율을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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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뉴욕시 프로젝트 그리고 고용과 공공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뉴욕 주

정부 프로젝트(미국 내 최초 주정부 SIBs/PFS 프로젝트)와 함께 2014년 

뉴욕주는 4개의 추가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발표하 다. 

<표 5-2-3>은 뉴욕주의 두 가지 SIBs/PFS 프로젝트들을 비교한 것

이다. 

  1) 뉴욕시 라이커스 아일랜드 프로젝트(New York City Rikers 

Island Project) 

뉴욕시의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서 출소한 청소년들이 출소한지 

1년 안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올 확률이 47%라는 보고에 따라(MDRC, 

2013), 2012년 뉴욕시는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Rikers Island 

Prison)에 수감되어 있던 청소년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SIBs/PFS 프로젝트를 실시하 다. 이를 위해 두 곳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선정되었고 라이커스 교도소의 청소년들에게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및 개인적 책임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상담 프

로그램을 제공하 다. 

골드만 삭스가 960만 달러를 투자하고, 브룸버그 비 리재단이 720만 

달러의 자금을 모집하여 중간운 기관인 MDRC에 조달하며, MDRC 

(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가 전반적인 프

로그램 실행에 관한 감독을 하는 구조이다. <표 5-2-4>는 이 프로젝트 참

여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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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뉴욕의 SIBs/PFS 프로젝트 비교 

 라이커스 아일랜드 프로젝트 고용증가 및 공공안전 개선 프로젝트

정책분야 재범률 감소 재범률 감소 및 고용 증가 

투자금 

∙ 골드만삭스: $9.6 million 
∙ 브룸버그 민간자선단체: 골드만삭

스 투자금의 75% 지불 보장 

∙ 40개 이상의 투자자들과 재단: 
$13.5 million 지분투자 

∙ 락펠러재단: 투자금의 10% 지불 
보장 

목표 집단 약 3,000명/1년 약 2,000명/1년 

이해관계
기관

(Stakeholders)

∙ 2 정부기관: 뉴욕시 시장실과 교
정국

∙ 중간운 기관(MDRC)
∙ 2 서비스 제공기관(Osborne 

Association/Friends of Island 
Academy)

∙ 1 민간투자기관(Goldman Sachs)
과 1 자선기관(Bloomberg 
Philanthropies)

∙ 평가기관(Vera Institute of Justice)

∙ 5 정부기관(노동부, 뉴욕주지사실, 
뉴욕예산국, 뉴욕노동국, 뉴욕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실)

∙ 중간운 기관(Social Finance)
∙ 서비스 제공기관(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y)
∙ 40명 이상의 민간투자자
∙ 3 자선적 투자자(Robin Hood 

Foundation, Rockefeller 
Foundation, Laura and John 
Amold Foundation)

∙ 평가기관(New York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Research)와 Department of 
Labor Research)

∙ 검증확인기관(Chesapeake 
Research Associates)

∙ 법적자문기관   
∙ 기술적보조기관(Harvard, Kennedy 

School Social Impact Bond 
Technical Assistance Lab)

평가방법 
유사실험 평가
(Quasi-experimental evaluation)

무작위대조실험 평가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성과지불금 
범위 

$0-$11.7million $0-$21.5million

감독기관 및 
체계 

∙ 중간운 기관: 전반적 프로젝트 
운  관리를 담당

∙ 집행운 위원회: 전략지도 담당
∙ 관리위원회: 운 관리 담당
∙ 워킹그룹: 서비스 수행지원 담당 

자료: GAO(2015); State of New York, CEO, & Social Finance(2014)를 참고해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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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4〉 뉴욕시의 라이커스 아일랜드 프로젝트 참여기관들의 계약관계 및 역할 

참여기관 계약관계 및 역할 

민간투자기관: 
Goldman Sachs

∙ 960만 달러 지급: 라이커교도소의 16-18세 청소년 수감
자들에게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간
운 기관인 MDRC에게 지급

비영리자선단체: 
Bloomberg 

Philanthropies

∙ 720만 달러의 기부금 약정
∙ 중간운 기관(MDRC)의 운 비용 지급 
∙ 사업실패시 기부금을 통하여 대출금의 75% 보증 
∙ 사업성공시 다른 SIBs/PFS 사업에 사용가능 

중간운영기관: 
MDRC

∙ 비 리 교육-사회정책기관으로, 투자 및 프로그램 실행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 및 운 을 담당 

∙ 사업운 에 대한 대출과 상환의 주체적 역할 담당 

서비스수행기관: 
(1) The Osborne 

Association
(2) Friend of Island 

Academy

∙ 청소년 수감자들에게 인지행동치료 및 교육, 훈련, 상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서비스 기관 

정부: 
(1) 뉴욕시장실 

(2) 뉴욕시 교정국 
(Department of 

Correction, DOC)

∙ 뉴욕시장실(The Mayor’s Office): SIBs/PFS의 아이디어
를 낸 곳으로, 참여기관들간의 계약 관계를 조정하고 프로
젝트 평가를 감독 

∙ 뉴욕시 교정국(DOC): 프로젝트 성공시(재범률 감소) 예산 
집행 

독립적 평가기관: 
The Vera Institute of 

Justice

∙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독립적 기관 
∙ 유사실험평가(Quasi-experimental evaluation) 방법을 

통하여 프로젝트 평가 

프로젝트 참여기관들은 청소년 참여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았던 청소년 

집단과 비교하여 ‘재범자 숙박일수(Readmission Bed Days, RBDs)’를 

11% 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뉴욕시는 17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만약 청소년 참여자들이 교도소에서의 숙박일수를 20%까지 줄

일 수 있다면, 뉴욕시는 2,05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예측

되었다(GA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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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평가 방법

라이커스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16-18세의 청소년들은 그곳에서 

Moral Reconation Therapy(MRT)라는 인지행동치료에 참여하 다. 

그 치료방법은 특별히 청소년재범자들의 의사결정능력을 강화하고 그들

의 선택에 대한 재평가를 하도록 고안되었다. 프로젝트가 목표를 달성하

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으로는 ‘재범자 숙박일수(RBDs)’에 의해서 결정

된다. 즉, 치료에 참여했던 청소년수감자가 출소한 후 12개월 내에 다시 

재입소하여 교도소에서 보내는 숙박일수를 계산한다. 만약 치료에 참여

한 재범자의 숙박일수(RBDs)가 10% 미만이면 뉴욕시는 투자자인 골드

만삭스에게 투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11%이상의 재범률을 낮춘 경

우에는 투자자는 초기투자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된다. 하지만 만약 

8.5%이하의 재범률 감소를 보 다면 뉴욕시는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는

다(MDRC, 2013). 

〈표 5-2-5〉 뉴욕시 라이커스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재범률 감소에 따른 지급 구조

재범률 감소
뉴욕시(Department of 

Correction)의 
MDRC 지급액($)

뉴욕시의 
장기 순예산 절감액

($)

≥20% $11,7m $20,5m

≥16% $10,9m $11,7m

≥13% $10,3m $7,2m

≥12.5% $10,2m $6,4m

≥12% $10,1m $5,6m

≥11% $10,0m $1,7m

≥10%(손익분기점) $9,6m ≥$1m

≥8.5% $4,8m ≥$1m

자료: The City of New York Office of the Mayo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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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평가기관(VERA Institute of Justice)은 ‘유사실험설계

(Quasi-experimental design)’를 평가방법으로 사용한다. 치료를 받는 

실험집단과 치료를 받지 않는 통제집단을 비교하는 무작위통제실험

(Randomized Control Trial)은 프로젝트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좋

은 방법이지만 청소년수감자들의 교도소 내에서의 빈번한 이전으로 인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두 집단을 지속적

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유사실험설계를 평가연구방법으로 

선택하 다(VERA, 2015). 

유사실험설계는 2013년에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6-18

세 청소년 수감자들의 재범률(RBDs)과 이 치료프로그램이 없었던 시기

인 2006-2010의 수감자 그룹을 비교하 다. 그룹 간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범죄 및 입건 기록, 성별, 나이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 다. 예

전의 기록 및 데이터를 통해서 뉴욕시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 DOC)은 청소년범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동향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또한 

이전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MDRC, 2013). 하

지만 2015년 7월에 실시되었던 평가에서 이 프로젝트가 청소년 출소자

들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는 실패했다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미국에서 처

음으로 시작된 SIBs/PFS 프로젝트가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2015

년 8월 종료되었다.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 기 때문에 비 리자선단

체인 브룸버그는 골드만삭스에게 6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불하 고, 

720만 달러를 프로젝트에 지불한 골드만삭스는 120만 달러의 손실을 보

았다.39) 프로젝트가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 기 때문에, 뉴욕시정부

39) 프로젝트시작 시, 4년간 총 960만 달러를 책정했지만, 3년째 평가를 통해 기간을 감축
하 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4년간 지속되었다면, 골드만삭스는 프로젝트를 위해 960만 
달러를 MDRC에게 지불했어야 하며, 실패하 을 경우 브룸버그 자선기관이 720만 달
러를 골드만삭스에게 지불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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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실패하 음에도 불구하고 SIBs/PFS가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납세자의 재정적 부담 없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어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뉴욕시 라이커스 아일랜드 프로젝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먼저 정부와 납세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민간기관으로 전이하여 공공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정부는 그 

동안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관계없이 정부자금을 지불해왔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절감시키고 동시에 공공서비스도 제공하는 

새로운 재정메카니즘을 실시하 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이 프로그램은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수혜자들에게 더 나은 서

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 프로그램 실행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가능

성을 가진 혁신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되

었다. 

둘째, 라이커스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효과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 결과를 통

해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책 방향에 관한 통찰력을 갖게 하 다

(Urban Institute, 2015).

셋째, 이 프로젝트에서 제공된 인지행동치료는 다른 지역에서는 높은 

효과를 보 던 방법이었지만 이곳 청소년 수감자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

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여러 요인이 향을 미칠 수 있었겠지만, 무엇보

다도 초대형 규모 라이커스 교도소의 구조적, 관리상의 문제, 또한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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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대로 치료가 제공되었는지 등 프로젝트가 수행된 장소의 상황, 또

는 수행 방법 및 과정과 같은 여러 여건이 고려되어야 한다(Urban 

Institute, 2015). 

 

  2) 뉴욕주 고용 증가와 공공안전 개선 프로젝트(New York State: 

Increasing Employment and Improving Public Safety) 

2013년에 시작한 뉴욕주의 SIBs/PFS 프로젝트로서 매년 주정부 교도

소에서 출소하는 고위험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낮은 고용률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뉴욕주의 경우, 출소자가 직업이 없는 경우 2년 

안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비율이 44%로 나타났다(State of NY, 

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 Social Finance, 2014). 

이 비율은 파트타임 고용상태에 있는 출소자의 재범률이 29%, 풀타임 고

용상태에 있는 출소자의 재범률은 23%인 것과 비교했을 때(State of 

New York, 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Social 

Finance, 2014) 고용 경험이 출소자들의 재범률에 향을 미치는 주요

한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고위험군에 있는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고용기회를 높이기 위해 

시작된 뉴욕주의 SIBs/PFS 프로젝트는 공공-민간 파트너쉽으로, 2,000

명의 출소자들에게 효과가 입증된 종합적인 고용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다. 뉴욕주는 이 프로젝트가 수행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만 사업비를 

집행한다. 특별히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주정부가 이끌어

가는 SIBs/PFS프로젝트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알

려져 있다. 

다음의 표는 이 프로젝트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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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6〉 뉴욕주의 “고용증진 및 공공안전 개선” 사회성과연계채권 프로젝트

서비스참여 
인원 

뉴욕주(뉴욕시와 로체스터시)에 살고 있으며 재범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속한 2000명의 출소자들이 해당 

개입(제공되는 
서비스)

고용기회센터(The 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CEO)는 
일상생활기술, 과도적 취업(transitional employment) 참여, 직업배치, 
지속적 취업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 근거중심의 종합적 고용서비스를 제공 

목표 

∙ 고용률 증가: 출소 후 1년 내 고용기회 증가
∙ 재범률 감소: 재범자 숙박일수(RBDs)의 감소
∙ 과도적 취업 참여: 참여자들의 과도적취업 기회 최대화   

기간 

총 5.5년 동안 2단계에 걸쳐 수행
각 단계마다 1000명의 참여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며, 참여자들에 대한 
서비스 효과를 측정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비 집행 

투자금 

40명의 개인투자자들과 자선단체들로부터 1,35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  
이 자금으로 서비스수행(90% 이상) 및 프로젝트관리, 그 밖의 법적인 비
용등을 지불

평가방법 
무작위대조실험을 통해 평가되며, 뉴욕주정부는 프로젝트가 수행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만 사업비를 집행

자료: State of New York, 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Social Finance 
(2014)를 참고해서 재작성. 

(1) SIBs/PFS 계약 및 참여기관들의 역할

뉴욕주정부는 비 리기관인 소셜 파이넌스(Social Finance)와의 파트

너쉽을 통해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줄이고 고용을 촉진하는 SIBs/PFS 프

로젝트를 실시하 다. 중간운 기관인 소셜 파이넌스는 서비스 제공기관

으로 고용기회센터(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CEO)를 

선정하 다. 특별히 고용기회센터는 비 리기관으로서 독립적 평가기관

에 의한 무작위대조실험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그 기관이 제공하는 고용

관련 서비스가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데 높은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었

다. 고용기회센터는 일상생활 기술훈련, 단기간 과도적 취업 참여, 풀타

임 취업, 지속적 취업유지를 위한 1년 간 지원 등의 서비스를 5년 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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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기간 동안 2000명의 출소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뉴욕주정부, 중간운 기관(소셜 파이넌스), 서비스전달기관(고용기회

센터)은 계약구조를 디자인하는데 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으

며 또한 하바드대학 케네디 스쿨의 ‘사회성과연계채권 기술보조 연구소

(SIB Lab)’로부터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무료로 기술적 도움을 받는다. 

그 밖의 참여기관들로는 평가기관과 검증확인기관이 있다. 평가기관으

로는 뉴욕주정부의 ‘교정 및 커뮤니티 감독 연구실(New York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Research)’ 과 ‘노동연구실(Department of Labor Research)’이 평가

에 참여하게 되며, 검증확인기관으로는 췌사픽연구소(Chesapeake 

Research Associatees)가 프로젝트 수행에 활용된 개입방법들을 살펴

보고 평가결과를 검증,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계약의 전반적인 감독은 전략적 지도를 제공하는 집행운 위원회

(Executive steering committee), 운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위원회

(Management committee), 실행지원을 담당하는 워킹그룹(Working 

groups)이 담당한다.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프로젝트가 수행목표를 달성하 는지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지표로

는 재범률 감소, 고용 증가, 과도적 취업 참여(engagement in transi-

tional jobs)이다. 이 세 가지 평가지표들은 프로젝트의 각 단계마다 따

로 평가된다. 

‘재범률 감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재범자 숙

박일수(RBDs)’를 비교한다. 이 측정방법은 교도소 수감에 들어가는 비용



252 2015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센터 운영 보고서

과 범죄가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비용까지 고려하여 측정한다. ‘고

용 증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참여자들이 교도

소 출소 후 4사분기(1년)때에 고용을 달성한 비율을 비교한다. ‘과도적 취

업에 대한 참여’는 해당되는 단계(프로젝트 단계1 또는 단계2)의 관찰기

간동안에 서비스전달기관(CEO)이 제공하는 과도적 취업 프로그램에 들

어간 실험집단 참여자의 수로 계산된다.  

수행평가방법으로 무작위로 선별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는 

무작위대조실험40)을 사용하 다. 최근의 무작위대조실험(RCT) 평가결

과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기관(CEO)에 의해 제공된 프로그램이 고위험 출

소자들의 재범률을 16-20%까지 낮추고 이들의 수감 일수도 30%까지 낮

춘 것으로 나타났다(GAO, 2015). 

(3) 성과지급 구조

수행성과에 기반한 사업비가 집행되기 위해서는 제공된 서비스가 최소

실행 분기점을 달성해야 한다. 만약 수행성과가 이 분기점 미만이면 뉴욕

주정부는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는다. 아래의 표는 사업비 집행이 시작되

는 최소 분기점과 그에 따른 성과 지급을 보여준다. 

40) 실험집단은 서비스제공기관인 CEO에 등록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통제집단은 CEO
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들로 구성된다. 1000명의 출감자들은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 제
공되는 CEO의 종합적인 고용개입프로그램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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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7〉 뉴욕주 고용 증가와 공공안전 개선 프로젝트의 지불 발생 분기점 및 수행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지급 

결과측정방법   
(Outcome measure)

최소실행   
분기점(Minimum 

performance 
thresholds)

수행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 지급

고용 증가(Increased employment): 
출소 후 4사분기 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고용달성 비율 측정 

5% 포인트 증가 
단계1: $6,000/개인 
단계2: $6,360/개인 

재범률 감소(Reduction in recidivism): 
관찰41)기간 동안 실험집단과 통제집안의 평
균 “재범자 숙박일수(RBDs)”의 차이 측정 

36.8일 감소
(8% 감소) 

단계1: $85/일 
단계2: $90.1/일

과도적 취업 참여(Engagement in transitional 
jobs): 관찰기간동안 서비스전달기관(CEO)
의 과도적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
단 참여자의 수 

8% 감소 
단계1: $3,120/개인
단계2: $3,307/개인 

 

자료: State of New York, CEO, and Social Finance(2014) 

(4) 사회적 이득 및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효과

이 프로젝트가 모든 수행목표를 달성하 을 경우, 780만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를 공공부문에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되었다(New York State, 

2013). 재범률 감소에 따른 주정부와 시정부의 교도소 이용률 감소는 공

공부문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범죄의 감소로 인한 개인 및 사

회적 피해의 감소 또한 공공부문 예산 절감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

한 모든 경우의 사회적 혜택 및 공공부문의 예산 절감은 수행성과에 따른 

지급구조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프로젝트가  20%의 재범률 감소, 5% 고용 증가, 700명의 과도적 취업 

참여를 달성하 다고 가정하고 예측한 사회적 혜택과 공공부문의 예산절

41) 프로그램에 참여한 각 개인의 수행성과에 대한 데이터는 그들이 출소한 때부터 그들이 
포함된 프로그램 단계(단계1 또는 단계2)의 관찰기간이 끝날 때까지 수집된다(대략 3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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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예측을 보면, 절감액은 $21,226,24042)이다(State of New York, 

CEO, and Social Finance, 2014, p.24). 

 

  3. 효과적인 사회성과연계채권(SIBs/PFS)을 위한 고려사항43) 

사회성과연계채권은 다양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s)들이 계약관계

에 들어가기 때문에 운 구조나 자금구조가 다소 복잡하고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은 계약 전반에 걸쳐 잠재적 이득과 동시에 재정적 위험부담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득을 극대화하고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계약의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세심한 계획과 분석이 요구된다. 성공적

인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들과 연방정부

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가. 실행가능성 조사 단계

SIBs/PFS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부기관과 여타

의 참여기관들은 예산절감을 극대화하고 잠재적인 재정적 위험부담을 최

소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내고  평가해야 한다. 정부기관들은 주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실행가

능성을 조사하게 된다. 

42) 절감액은 Reduced Use of State Prison $6,828,900, Reduced Use of Local Jail 
$3,922,240, Services Provided to Public Sector $4,499,040, Increased   
Taxes+Reduced Public Assistance $618,000, Reduced Victimization 
$5,358,060 등으로 구성된다.   

43) 최근 미회계감사원은 SIBs/PFS에 참여해온 기관들과의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통해 미상
원예산위원회에 SIBs/PFS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2015). Pay for success: Collaborating 
among federal agencies would be helpful as governments explore new 
financing mechanisms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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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편익분석 시, 예산절감에 따르는 편익이 성과지급금액(outcome 

payment)과 행정비용을 포함한 프로젝트 전체 비용을 초과하는지를 분

석하며, 또한 간접비용과 사회적 혜택까지도 포함시켜 분석한다. 예를 들

면 뉴욕주 SIBs/PFS 프로젝트의 경우 교도소 운 비의 감소에서 오는 직

접적 비용 절감과 범죄율 감소에 따른 공공분야의 비용절감까지 포함하

여 분석하 다(State of New York, 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Social Finance, 2014; GAO, 2015. p.38에서 

재인용). 아래 그림은 뉴욕주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예산절감과 편익, 성

과지급에 따르는 비용의 차이를 보여준다.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은 비용-편익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가 반드시 요구된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

에 대한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여 SIBs/PFS의 실행가능성을 조사하는 데 큰 장애요

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5-2-2〕 뉴욕주 SIBs/PFS 프로젝트의 재범률감소에 따른 예산절감과 성과지급에 

따른 비용의 차이 

자료: State of New York, 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Social 
Financ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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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IBs/PFS 프로젝트가 실행가능성 조사 분석을 거쳐 실행에 이르

기까지는 리더쉽을 가지고 있는 정부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뉴욕주의 경우, 주지사인 앤드류 큐오모(Andrew Cuomo)는 고위험

군에 있는 출소자들의 고용기회를 증가시키고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하

여 SIBs/PFS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을 주정부 정책의 높은 우선순위에 두

었다(State of New York, Center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Social Finance, 2014; GAO, 2015. p.43에서 재인용).

나. 계약구조 및 성과지급 구조 결정시의 고려점

SIBs/PFS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정부기관, 투

자기관, 중간운 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함께 계약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구조와 내용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법적, 기술적 역

량이 많이 요구된다(GAO, 2015). 

  1) 성과지급 구조의 요건 

SIBs/PFS 계약에 들어가는 기관들은 성과지급비가 집행되는 세부적인 

수행목표와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예를 들어, 뉴욕주정

부의 SIBs/PFS 프로젝트는 재범률 감소, 고용증가율, 과도적 취업에 참

여한 사람의 수,  이 세 가지 지표를 수행목표에 포함시켰다. 다음의 표는 

뉴욕 SIBs/PFS 프로젝트들의 성과지급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성과지급 구조는 목표집단에 대한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투자자

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 효과적이다. 즉, 복수(multiple)의 수행성과 지표는 서비스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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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8〉 뉴욕 SIBs/PFS 프로젝트들의 성과지급 구조 

 평가지표  수행목표 성과지급 

뉴욕시(City) 
라이커스 
아일랜드 
프로젝트 

실험집단의 재범자 숙박일
수(RBDs)와 치료프로그램
이 없던 시기(2006-2010)
에 입소해있던 수감자그룹
을 비교, 재범률 조사 

10% 
재범률 
감소 

10% 미만: 성과지급 없음 
10%-20% 이상: $9.6-$11,7 
million

뉴욕주(State) 
고용증가와 

공공안전개선 
프로젝트   

실험집단의 재범자 숙박일
수(RBDs)와 치료받지 않은  
통제집단의 숙박일수 차이 
비교

숙박일수 
8% 감소

8% 미만: 성과지급 없음 
8% 이상: 하루에 $85 지급 

과도적 취업(transitional 
job)에 참여   

숙박일수 
8%감소

일한 평균 시간에 따른 2가
지 지급구조
- 평균노동시간 111시간이상: 

개인당 $3,120 지급
- 평균노동시간 111시간미만: 

시간당 $20 지급  

출소후 1년내 취업률을 통
제집단과 비교

5% 고용률 
증가 

개인당 $6,000 지급 

자료:  GAO(2015) Analysis of project documents를 참고해서 재작성.

의 다양한 수행성과를 측정함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혜자의 고용지속상태에 따라 수행성

과 지표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프로젝트 마지막 단계에 높은 성과지불액

을 받도록 지급구조를 만들면, 투자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약기간

을 채우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GAO, 2015). 

  2) 안정적 투자자 유치의 어려움

SIBs/PFS는 투자자가 얻는 수익창출이 전통적인 상업적 투자에 비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안정적인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계식  자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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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ed capital structure)’나 ‘대출금보증제도(Loan guarantee)’ 등

을 고려해볼 수 있다(GAO, 2015). 

‘단계식 자본구조(Tiered capital structure)’란, 둘 중 한 투자기관은 

위험부담을 더 많이 갖고, 다른 투자기관은 좀 덜 갖는 구조를 말한다. 뉴

욕의 SIBs/PFS 프로젝트의 경우, 상업적 민간투자자와 비 리자선단체

가 함께 자금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비 리자선단체의 경우 상업적 투자

자에 비해 낮은 상환금을 갖지만 사회적 효과나 사회공헌의 의미에서 기

꺼이 위험부담을 맡고자 한다. 

‘대출금보증제도(Loan guarantee)’의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수행목표

를 달성하지 못하 을 시에 비 리자선 투자기관이 상업적 투자자에게 

투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시의 라이커스 아일랜드 프

로젝트를 예로 들면, 브룸버그 자선단체는 프로젝트가 수행목표를 달성

하지 못할 경우에 골드만삭스가 갖게 되는 자본손실을 최소화해주기 위

해 ‘대출금보증’의 형태로 중간운 기관인 MDRC에게 720만 달러를 지

급하 다. 

  3) 프로젝트 실행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기관리를 위한 계약체계

SIBs/PFS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계약체결 후에 예기치 않은 계약종

결과 같은 위기를 해결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감독체계, 성과지

급 체계, 평가체계 등을 포함한 총체적이고 세 한 계약체계를 만드는 것

이 중요하다. 

○ 프로젝트 감독체계: SIBs/PFS 계약체계는 계약수행기간동안 발생

할 수 있는 위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필요로 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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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뉴욕 프로젝트는 3단계별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략

방향을 정하고 계약을 모니터하는 “집행운 위원회(an executive 

sterring committee)”와 프로그램 실행과 보고서를 모니터하고 집

행운 회에게 보고하는 “관리위원회(a management committee)”, 

그리고 프로젝트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운 의 문제들을 다루는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있다. 

○ 정부의 예산구조: 수행목표 달성시 정부는 세출을 통해 성과지급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

양한 메카니즘들을 마련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사업비 집행을 

두번으로 나누어 하며, 마지막 사업비 집행은 결과가 나온 1년 후에 

발생하게 함으로써 시정부가 예산을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 

○ 프로젝트 평가 메카니즘: SIBs/PFS는 프로젝트가 수행목표를 달성

하 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지급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독립

된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가 따른다. 주로 무작위대조실험평가44)나 

유사실험평가방법45)을 사용한다. 잘 디자인된 무작위대조실험은 

프로젝트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좋은 평가방법이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 앞에서도 

다루었지만, 뉴욕시의 라이커스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경우, 평가방

법으로 처음에는 무작위대조실험방법을 택했지만, 교도소의 환경

적 상황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지속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불

가능했기 때문에 유사실험으로 평가를 대치하 다. 또한, 무작위대

44) ‘무작위대조실험’ 평가는 연구자의 의도적 대상자선택 편의를 줄이기 위해 무작위로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배치한 후 성과를 비교한다.

45) ‘유사실험’ 평가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임의로 배치한다. 무작위배치가 현실적, 윤리
적으로 어려울 때 적용할 수 있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최대한 유사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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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실험의 경우, 치료나 개입을 통해 잠재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을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서비스를 통제함으로 윤리적인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GAO, 2015).

 

다. 프로그램 실행과정의 고려점: 데이터중심적 프로그램 실행관리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는 수행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SIBs/PFS의 감독기관은 서비스 실행에 관한 데이터

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이 엄격한 실행관리를 할 수 있

도록 돕는다(GAO, 2015). 뉴욕시의 경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잘 되

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메트릭스를 사용하여 서비스 실행에 관한 지속적

인 모니터를 하 다. 이러한 메트릭스는 실행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들을 

찾아내고 해결하거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초기

개입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기도 한다. 

라. 연방정부의 역할

사회성과연계채권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방정

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음은 연방정부 역할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이다. 

  1) 수행성과에 따른 사업비(Outcome payment) 지급 

SIBs/PFS는 주로 주정부나 지방정부 수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연방정부는 계약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재정적인 지원도 거의 하

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경우 연방정부는 SIBs/PFS로 인해 파생되는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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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효과의 큰 수혜자가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주정부가 SIBs/PFS 프로

젝트를 통해 노숙자들의 건강을 크게 향상시킨 경우, 주정부는 성과에 대

한 사업비를 집행하지만 연방정부는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지불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 사업의 효과로 인해, 연방정부는 공공의료서비스인 메

디케이드 부분의 예산절감을 얻게 된다. 즉, 주정부, 지방정부는 프로젝

트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게 되고, 연방정부는 파생효과로 인한 

재정적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연방정부가 수행성과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연방

정부도 적극적인 계약관계에 들어감으로 SIBs/PFS의 양적, 질적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Griffith & Shire, 2014). 

  2)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을 위한 지원 

연방정부는 주정부, 지방정부, 중간운 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프로젝트을 잘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기술적 지원 및 제반 행정비 등을 지

원함으로써 관련기관들의 역량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계약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서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데 

적절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GAO, 2015). 특별히 지식과 정보 공유는  

SIBs/PFS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효과적인 개입방법이나 정보들을 

다른 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도울 수 있다.  

  3) 대출금보증(Loan guarantee)/투자금 상환 보장

투자자들의 재정적 위험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투자금 

상환을 보장해줄 수 있다. 만약 연방정부가 재정적인 보증을 담당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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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더 많은 투자자들이 SIBs/PFS에 참여하는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GAO, 2015). 

  4) 법적 제도 마련

SIBs/PFS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SIBs/PFS는 4-8년 이상의 장기적 프로젝트이므로 사업이 지속되

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같은 법적,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 또한, 연방정부는 SIBs/PFS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계

약에 참여하는 이해당자자들 간 상호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정부는 해결되기 힘든 많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들여왔지만 연방정부 사업의 중복, 편중, 분절이라는 사업의 

비효율성, 이에 따른 정부예산의 낭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정부 예산의 효율화를 정

책의 중요 우선순위로 삼고 이를 위해 근거중심의 사회정책(‘효과가 입증

된 사업은 확장시키고 비효과적인 사업은 정리’)과 다각적인 자금지원 메

카니즘들을 실행하고 있다. 예산 부족과 정부사업의 비효율성이라는 연

방정부가 풀어야할 큰 과제 앞에, 새로운 자금지원 메카니즘으로서 ‘사회

성과연계채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사회적

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예방과 조기개입이 불가능하 던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민간부문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을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하여 서비스 전달이 이루

어지게 함으로써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정부의 지원형태가 프로그램의 효과나 성과에 관계없이 운 비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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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에서 엄격한 평가에 근거한 수행성과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의 책임성이 강조되었다. 민간자본의 이용

과 효과적 프로그램의 실행결과 절감된 예산으로 또 다른 사회문제에 조

기개입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파생되는 사회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성장과정에 있다. 일찍 시작한 

몇몇 프로그램들만이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 기 때문에 사회성과연계채

권에 대한 확실한 실효성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일수 있다. 또한 사회성

과연계채권은 다양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s)들이 계약관계에 들어가

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법적, 기술적 역량도 많이 요구되며, 계약실

행, 평가, 수행결과에 따른 성과지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 이

해당사자들은 잠재적 이득과 동시에 재정적 위험부담도 가지게 된다. 그

러므로 세심한 실행가능성(feasibility) 조사를 통해 예산절감을 극대화

하고 재정적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견하는 것이 중

요하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아무리 높은 수행평가를 받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한 지역에서의 성공이 다른 지역에서의 성공을 가

져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개별지역이나 개별국가 상황에 맞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안정적 투자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자금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양한 자금구조와 아울러 

세부적인 수행목표와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성과지급

(outcome payment)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들에게도 재

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방정부는 재정적 지원 

및 법적,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사회성과연계채권이 자금지원 메카니즘

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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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일 

본 절에서는 독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복지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공공관리(public management)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독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규정하는 원

칙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구조 및 운 에 대해 개관하고, 주요 복지업무

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와 평가체계를 개관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작동하고 있는 통제기제와 협력기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복지행정체계 구조

가. 복지행정 역할 분담의 원칙

독일의 복지행정체계를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고 업무추

진의 주체와 운 의 근간이 되는 원칙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

보험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원칙으로 연대성의 원리(solidaritätsprinzip)

와 사회자치의 원리(das prinzip sozialer selbstverwaltung)를 살펴볼 

수 있다. 

연대성이란 개별적인 집단의 특정사회집단(가족, 지방자치단체, 보험

공동체, 국가)간의 상호연계나 윤리성에 기초한 연대책임을 뜻한다. 즉 

해체될 수 없는 상호의존적 존재라는 뜻으로 사회집단들 간의 긴 한 연

계로 이해할 수 있다(Lampert & Althammer, 1991). 이러한 연대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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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는 보험공동체 형성에 근간이 되었다. 독일은 보험공동체의 규모 즉 

연대의식의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야 적절할지를 사회문제 해결의 효과

성이라는 측면과 연계하여 논의하 다. 규모의 경제 논리에 의해 연대성

의 범주를 복지국가의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동질성이 희박하여 오히

려 연대의식이 약화되고 제도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사회보험에서 자발적 연대의식이 부

족하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독일은 국가적 차원의 연대 강요 즉 제도

의 가입과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규정하 다. 반면 강요된 연

대의식이 갖는 제도 운 의 경직성, 관료성 그리고 비민주성 등의 부작용

을 줄이고자 재정 및 운 시스템은 분권화하 다(이정우, 2013). 그리고 

조직의 연대의식과 운 상의 문제해결 능력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최

적의 규모로 직종별, 직역별, 지역별로 분리된 다수의 조합이 적절하다고 

합의하고 이에 의해 운 되는 사회보험 시스템을 구축하 다. 

그리고 사회자치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사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제

도의 운  전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다. 사회보험은 조세

를 운 재원으로 하는 일반 사회복지제도들과 달리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 된다. 이 경우 자치운  제도는 운 과정에서 개

인의 이해를 반 할 수 있고 동시에 개인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독일의 사회보험은 자치운 조직인 대표위원

회(Betriebsrat)를 통해 급여의 내용과 수준, 보험료의 조정 및 재정운용, 

관리 인력의 채용, 행정관리조직의 구성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운 방식 

등을 결정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독일 사회서비스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원리로서 보족성의 

원리(subsidiaritätsprinzip)과 이중구조(dualitätsprinzip)의 원리를 

개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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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족성의 원리는 흔히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인간의 상호간 화해와 사회적 공존을 위하여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

다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원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오랜 역사

를 가진 사회철학으로 1931년 로마교황의 사순절 교지를 통해 최초로 공

론화되었다. 여기서 진정한 도움과 관련하여 ‘사회원조의 절차’를 범주화

하고 있는데, 우선 일차적인 책임자로서 개인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구 노력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극복

이 미흡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가족 및 친지, 지역사회, 

직장, 자선단체 그리고 국가의 순으로 사회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은 개인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대인서비스의 책임을 지자체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

다(Grundgesetz 28조 2항). 이를 근거로 하여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위하기 어려운 자를 지원하는 수발(pflege)서비스

의 업무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그 재정과 운 을 주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 의무의 상당부분은 1995년 수발보험

(pflegeversicherung)이 시행되면서 연방차원으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되는 독일 사회의 수발서비스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서 더 이상 그 비용과 운 을 지자체가 주도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에는 보족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사회 비 리조직의 

사회서비스 공급 전반에 걸친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지

역사회의 비 리조직은 전국단위 연합체인 민간사회복지사업단

(wohlfahrtsverband)으로 조직화되어 주정부, 연방정부와 협력하고 있

다.46) 그리고 이러한 비 리 조직의 연합체 운 금은 연방 조세로 매년 

46) 독일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의 연합체(spitzenvervände für freie wohlfahrtspflege)는 다음
과 같다. 노동자 복지단체(arbeitswohlfahrt), 독일 카리타스(deutsche caritasver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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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고 있다(연방예산 18분과 1702항목 68408번).  이러한 활동의 보

장은 독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이중구조의 원칙이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독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은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비 리조직의 

서비스는 공공부문의 서비스에 우선하며(subsidarität), 공공기관은 지역

사회 비 리조직의 서비스 전달과 그 연합체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

할 의무가 있으며(subventionierung), 공공부문과 민간기관은 사회서비

스를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조합주의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wohlfahrtskorporatismus)이 준수되고 있다(Baeker & Naegele 

외, 2008). 

나. 재정균등화 정책47)

  1) 연방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운영

(1) 연방정부와 주정부

독일은 행정적으로 크게 연방(bund), 주(land) 그리고 지자체

(kommune, gemeinde)로 구분된다. 연방에는 중앙정부가 형성되고, 

주와 지방에도 자치기구가 형성된다. 연방은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

(grundgesetz)을 통해 지방이 민주적 대표기구를 구성할 것을 명문화하

고 있다(28조 1항). 이 자치기구는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

독일 평등복지연합(deutsche paritätischen wohlfahrtsverband), 독일 적십자(deutsches 
rotes kreuz), 독일 디아코니(deutsche werk), 유대교 중앙복지기구(zentralwohlfahrtsstelle 
der juden) 

47) 다음의 내용은 강혜규, 김형용, 박세경, 최현수, 김은지, 최은  등(2007)의 독일 사례의 
일부를 발췌하여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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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와 유사한 위상을 지닌다. 통상 독일의 중앙정부를 연방정부

(bundesregierung), 주의 지자체를 주정부(landesregierung) 그리고 

지방의 지자체를 그냥 지방자치단체(kommunale selbstverwaltung)라 

부른다. 또한 주정부와 지자체를 함께 거론할 때는 지방정부라고 칭한다.

독일은 연방제의 국가로 16개의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법에 의거 주정부와 지자체의 지위 및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다. 그러

나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는 연방에 속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에 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통적으로 지방 분권화 수준이 높은 독일은 

각 주마다 차별화된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각 주는 입

법·사법 행정을 자치적으로 행사하는 고유 권한을 갖는다. 즉  각 주들은 

서로 다른 지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주에 속한 지자체의 행정 단위를 나누

고 지자체 행정부와 의회의 명칭, 역할, 임기를 규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꼬뮌(kommune) 또는 게마인데(gemeinde) 

지방자치단체는 연방정부와 주에 이어 세 번째 차원의 자치단위로서 

주정부에 속한다. 지자체 운 에 대한 법률은 주에 입법권한이 부여되어 

주 헌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 지자체에 대한 감독은 실질

적으로 주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연방국가의 특성상 중앙의 지자체 

감독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정부의 하위단위로서 꼬뭔의 업무는 자율적인 행정수행으로

서 고유업무와 연방과 주 정부 법령으로 부여되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위임업무로 구성된다. 후자의 위임업무는 지방자치 행정단위의 업

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학교설립과 유지, 하수처리, 공공질서 

조직, 사회복지, 도로교통시스템 혹은 경찰관할 등의 분야에서 상급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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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정부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이다. 자율적인 고유업무에는 건강센터 

및 스포츠센터, 수 장, 보행구역 설계·설치, 녹지대 및 공원관리, 전차 

및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제공·운 , 도서실과 오페라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화시설의 책임·관리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문화 역에서 지자

체의 독립성은 강하게 보장되어 있다. 

〔그림 5-3-1〕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구조

자료: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1998)

  2) 지자체의 수입원과 재정균등화 시스템

지자체의 사업수행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따라 달라

진다. 사실 지자체의 재정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뿐더러 지역마다 편차

가 매우 크다. 그렇다 보니 사업 수행에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주 

내에서 각 지방의 재정을 일정 편차 이내로 균등화시키는 재정균등화

(finanzausgleich) 시스템이 운 되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는 재정 분리 원칙에 의해 각각 자신에게 할

당된 세금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 담배세나 물세는 연방에 할당된 세금

이고, 자동차세, 맥주세, 상속세는 주정부에 할당된 세금이며, 업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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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는 지자체에 할당된 세금이다. 규모가 큰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방

정부, 주정부, 지자체가 법률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분할한다.48)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수입의 가장 큰 항목은 소득세로 전체 수입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지자체가 세율을 직접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 수입

의 가장 큰 항목인 업세는 전체 지방정부 수입의 35~40% 정도를 차지

한다. 한편, 토지세는 지방정부 수입의 15~20%, 판매세는 3~5%정도를 

차지한다(Scherf & Hofmann, 2003). 

지방정부의 수입은 주정부 법에 따라 개별 지자체를 대상으로 균등화

된다. 구체적인 재정 균등화 방식은 주마다 다양한데, 이를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입 재분배 방식으로, 이는 지자체가 

주정부에 동률로 납부한 수입의 일부분을 주 차원에서 통합한 후 다시 각

각의 지자체에 누진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이 때 재분배율은 지자

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관련된 지역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사회부조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의 재분배율은 높을 수 있다. 둘째, 재

정보조 방식으로, 이는 ‘사업과 연결된 재정보조’와 ‘전반적 재정보조’로 

구분된다. ‘사업과 연결된 재정보조’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특정 사업의 

지원을 통해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방식이다. 한

편, ‘전반적 재정 보조’란 지자체의 수입과 지출 격차가 심할 경우 그 재

정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때 보조액수는 지역사회

의 욕구 수준 예를 들어, 지역주민 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될 수도 있고 지

자체의 수입과 지출의 격차에 일정 지수를 곱해 계산될 수도 있다. 재정

보조 방식에 있어 ‘사업에 연결된 재정보조’가 ‘전반적 재정보조’에 우선

하는 것이 원칙이다.

48) 독일 전체 세입의 40% 이상이 소득세(특히 임금세)와 법인세에서 나온다. 그리고 판매
세와 부가가치세가 전체 재정의 약 30%정도를 차지하고, 소비세(담배세, 물세 등)와 부
동산세(토지세, 상속세 등)가 나머지 30% 정도를 차지한다(Scherf & Hofman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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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복지제도의 운영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1) 사회보험과 사회보험법에 의한 서비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일 사회보험 운 시스템은 분산운 체계 즉 비스

마르크 모형으로서 조합주의 정신에 따라 각각 다수의 조합 형태로 운

되고 있다. 또한 개개의 사회보험제도는 조합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합 단

위의 노사 자치운 기구에 의해 독자적으로 관리 운 되고 있다. 운 재

원은 주로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며, 보험료는 제도별로 구분되어 부과

되고 개별 사회보험 제도들은 재정적으로 독립채산의 원칙 적용을 받고 

있다. 즉 사회보험과 사회보험에 의한 서비스는 연방정부 재정과 조합원

의 보험료로 운 되는 복지사업으로 지방정부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질병보험(수발보험 포함)의 운 주체는 대략 1,150개의 지역의료보험

조합, 기업의료보험조합, 사공업의료보험조합, 농업의료보험조합, 공제 

질병금고 및 해상의료보험, 연방관산조합 등이 있다. 이 의료보험 조합들

은 재정적으로나 조직상으로 독립적이며 수입, 지출을 결산할 때 스스로 

책임을 가진다. 초지역적 공동의 이해를 꾀하기 위해서는 조합들이 주정

부 및 연방 수준의 단체로 합병하기도 한다. 

재해보험의 운 주체는 35개의 업직업조합, 19개의 농업직업조합, 

41개의 국가재해보험당당자(특히 연방, 주정부, 지지체)이며, 연금보험 

담당자로는 23개의 주보험협회, 연방광부조합, 연방철도보험협회, 해상

의료보험조합, 연방보험협회(사무직근로자 연금보험) 등이 있다. 

실업보험의 운 주체는 연방정부의 노동청으로 주 노동부와 자체 권역

별 노동청(arbeitsagentur)이 있다. 연방정부의 실업보험 운 을 위한 

권역은 지방정부의 지자체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연방권역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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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 지자체는  조직, 재정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각각의 사회보험 운 주체는 사회보험에 의한 서비스 즉 사회보

험법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주관할 의무가 있다. 사회보험에 의

한 서비스는 특히 고용촉진법(사회법 III), 질병보험법(사회법 V), 수발보

험법(사회법 XI)에 의거해 제공된다. 이들 각각의 법에 의한 서비스 내용

과 주체는 다음과 같다. 

 고용촉진법에 의해 노동청(arbeitsagentur)은 실업자의 노동시장 통

합을 목적으로 실업급여 이외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계획 및 실행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통해 실업자 대상 사회서비스가 구체화되는데,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청소년 직업훈련, 청년실업자 

지원사업, 장애인 노동시장 통합 프로그램, 장기실업자 지원사업이 있다. 

노동청은 고용촉진법에 의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

로 타 기관의 해당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질병보험법은 질병 수당 이외에 응급 진료소, 이동식 간병 시설, 일반

병원의 의료 및 간병 서비스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질병보험

에 의한 의료 및 간병 서비스는 의료 예방 서비스, 대체의학 서비스, 가내

치료 서비스까지 포괄한다. 질병보험에 의한 의료 및 간병 서비스의 미흡

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1995년 수발 보험법이 다섯 번째 사회보험법으

로 도입되었다. 수발보험법은 시설 혹은 재가서비스 시설 및 그 서비스의 

제공을 법률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질병보험법과 수발보험법에 의한 

서비스 비용은 질병보험 조합에 의해 지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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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부조 및 사회부조와 관련된 서비스 

(1) 사회부조

독일 정부는 2001년 종전 사회부조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었던 

노인 및 장애인을 분리하여 이들의 기초소득보장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

인 법률인 ｢부조방식에 기초한 노인과 장애인의 기초소득보장에 관한 법

률(gesetz über bedarfsorienterite grundsicherung im alter und 

erwerbsminderung: 이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소득보장법)｣을 

제정하고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후 2005년 독일 전체 사회보장

제도들을 단일의 사회법전(sozialgesetzbuch)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회법 XII의 사회부조제도(sozialhilfe)로 통합되었다. 현재 독일 

사회부조 제도는 생계급여(hilfe zum lebensunterhalt), 노인과 장애인

에 대한 기초소득보장, 의료급여, 장애인 재활지원, 장기요양부조(hilfe 

zur pflege), 긴급급여 및 기타 급여 그리고 시설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독일 연방정부는 ｢노동시장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

한 제4차 법률(viertes gesetz für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약칭 하르쯔법: Hartz Ⅳ)｣의 일환으로 종전의 장기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부조제도(Arbeitsosenhilfe)를 폐지하고 실업자 기초소득보장제도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를 2005년 도입하 다. 이 제

도의 도입으로 종전 사회부조제도의 생계급여를 받고 생활해 왔던 근

로능력자와 그 부양가족은 실업자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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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부조와 관련된 서비스: 사회촉진(soziale förderung)서비스와 

사회부조서비스 

사회촉진법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사회법 Ⅷ), 장애인 고용을 위한 

법(사회법 Ⅸ), 연방교육촉진법(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주거부조법(wohngeldgesetz)이 있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에 의한 서

비스는 사회촉진 서비스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역이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의 주체는 사회법 Ⅷ에 의한 지자체의 청소년 청과 기타 기

구들이다.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청소년 청(jugendamt)이 서비스를 주관

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에 의거한 서비스는 크게 다음의 네 가

지 역으로 구분된다. 

① 아동 및 청소년 지원(jugendförderung) 서비스: 사회법 Ⅷ 11조 

이하에 의거한 정규교육 이외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스포츠 및 

취미생활 등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직업 선택, 학교생활, 가정

환경과 관련된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② 양육보호(erziehungshilfe) 서비스: 사회법 Ⅷ 16조 이하에 의거

한 부모 상담 프로그램, 양육 관련 문제 해결 지원 프로그램, 양육 

관련 위기상황 개입 프로그램, ･유아 탁아시설 지원 프로그램

을 일컫는다.  

③ 아동 및 청소년 보호(kinder- und jugendschutz) 서비스: 사회

법 Ⅷ 22조 이하에 의거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육체적 피

해를 예방 및 보호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④ 청소년 재판소(jugendgerichtshilfe) 서비스: 청소년 재판법 38

조에 의거해 지자체 청소년 청에서 제공된다. 재판 과정에서의 사

회사업과 형 집행 과정에서의 교정사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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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조의 근간이 되는 연방법은 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ge-

setz: 사회법 Ⅻ), 실업자 기초소득보장(사회법 II), 아동 및 청소년 부조

(사회법 Ⅷ), 망명신청자 기초생활보장법(사회법 20)이다. 사회법 Ⅻ에 

의한 사회부조는 빈곤한 사람의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 등 특

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도움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사회법 Ⅻ은 

총 16 장으로 구성되고, 그 중 실질 사업에 대한 내용, 즉 부조급여 및 서

비스와 관계된 것은 3장부터 9장까지이다.49)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

부조의 제반 사업들은 주정부의 책임 하에 개별 지자체의 의무 과업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정 역시 주정부와 해당 자치단체들이 부

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초소득보장은 현재 사회부조의 

한 역으로 주정부와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러

나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이 빈곤의 은폐나 축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

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으로 2003년부터 매년 4억 900만 유로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중앙

정부의 추가적 비용지원 규모의 적절성은 매 2년을 주기로 점검된다.

한편 사회부조 제도의 운 방식이나 운 기구에 대한 선택권은 주정부

에 그 권한이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부조제도의 운 주체는 지자체 소속

부서인 사회청(sozialamt)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 조직의 행

정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49) 3장부터 9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장 생계지원: 빈곤한 자(노인, 장애인, 실업자 제외)의 부조급여
    4장 노인과 장애인의 기초소득보장: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소득보장
    5장 보건에 대한 지원: 특히 사회법 XII에 의한 사회부조수령자의 의료보험비 지원
    6장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부조급여 및 지원 
    7장 수발(노령과 장애 시)에 대한 부조급여 및 지원
    8장 특수한 사회적 상황(노숙자, 알콜중독자 등)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9장 기타 위기에 처한 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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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방정부의 공공관리(public management)

1990년대 초반까지 독일은 당시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서 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의 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당시 전통적인 

공공관리 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의 경쟁 원리를 공공부

문에 적용하는 신공공관리 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지만, 독일의 경우 

보족성의 원리(subsidiarität)에 의해 이미 민간 비 리 부문이 공공부문

과 민간 부문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독일 

통일 이후 사회정책 각 역에서 예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정부는 

지자체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공공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예산을 절감

하기 위한 조정모델(neues steuerungsmodell) 즉  독일식의 신공공관

리 방식으로 개혁을 실시하게 된다(Banner, 1991; 헬무트 볼만, 2008).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와 대조적으로 1990년대 이러

한 움직임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즉, 지자체 차원에

서 먼저 성과관리의 필요성과 평가지표의 체계화를 시작하 고 이후 주

차원과 연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었다(헬무트 볼만, 2008).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정부의 지자체 성과

관리와 평가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독일 연방

정부는 연방의 재원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사용을 감독하고 

있다.

가. 성과관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정부에서 성과관리에 관한 논의는 1990

년대 이후 지방정부 시스템 개혁과 관련하여 시작되었다. 이는 통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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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연방과 지방정부 예산의 총체적인 증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사회정책 비용의 지출은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모두 급격히 증가하 고 이로 인해 채무 또한 증가하 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부조 제도의 재정과 운 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예산이 증가

하 는데, 이는 지자체 차원의 공공관리 효율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를 주도한 것은 독일 지자체가 협력하여 운 하고 있는 비

리조직인 ‘행정간소화를 위한 지방자치연합회(kommunale gemein-

schaftsstelle für verwaltungsvereinfachung: 이하 KGSt) 다. 

KGSt는 지자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운 에 자문을 담당하는 전국 조직으

로 지자체들의 연합회, 비 리단체이다. KGSt는 1990년 이전에는 베버

식 모델 즉 사회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획 중심의 지자

체 행정을 지원하 다. 구체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적절한 예

산 편성 즉 투입 중심의 행정 관리 계획을 지원하 다. 그러나 통일 이후 

1990년대 모든 지자체가 예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러한 베버식 모

델은 신공공관리식 모델의 향을 받게 된다. 즉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과

업을 생산물(product)로 인식하고 정부 자원의 투입(input)과 산출

(outcome)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목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 는지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는 이전의 KGSt

의 접근과 완전히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공공관리 방식은 미권 국가의 신공공관리와 달리 지방정부 

의회의 지방행정과의 관계와 역할을 새롭게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공공관리는 독일버전으로 신조정모델(neues 

steuerungsmodell)이라고 할 수 있다(Schwarting, 1997). KGSt는 이

러한 신조정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IKO망(inter-kommunale Netz)을 

구축하고 지자체 상호간의 성과비교를 주도하고 있다. 그 밖의 지자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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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의 성과비교 시스템으로는 독일 비 리재단인 베르텔스만

(bertelsmann) 주도로 운 되는 프로젝트 kik(kernkennzahlen in 

kommunen의 약어: 의미는 지자체의 핵심지표임)과 kompass가 있다. 

다음에서는 이 세 가지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해 개관하고자 한다. 

  1) KGSt의 IKO망

KGSt의 IKO망은 1996년 지방자치단체 연합이 스스로 구축한 지자체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와 성과의 벤

치마킹을 통해 보다 효과적,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상호 간의 업무와 주요 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가 

설정되게 되었다. 

IKO망이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

다. 첫째, 신조정모델의 기반한 지자체 행정 개혁을 지원하고, 둘째, 지자

체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셋째, 지자체 성과 비교 

자료를 개별 지자체의 통제 기제로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

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IKO망은 성과지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2001년 34개의 핵심 지방행정 업무 역을 설정하고 각각의 역별로 

총 62개의 성과지표를 제시하 다. 독일 대부분의 지자체가 IKO망에 참

여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자체는 지자체 별로 주안점을 두는 분야의 성과 

비교에 참여하고 있다. 각각의 지자체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성과지

표 분야를 살펴보면 인사 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공원･녹지, 시설

관리, 사회복지관 등의 순서이다(Elisabeth & Christa 외, 1998).  

IKO망은 이러한 성과비교를 통한 지자체 행정 개혁의 목표를 자원(재

정), 구조(과정), 시민에 미친 향(결과) 및 미래능력 분야 개혁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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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자체적인 성과관리 시

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절감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IKO의 

수치화된 성과지표를 통해 표준화된 성과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개별 지자

체는 자체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의 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것이다. 

  2) 베르텔스만 재단의 kik과 Kompass

민간 비 리조직인 베르텔스만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행정 개혁을 지원

하고자 kik과 Kompass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kik과 Kompass 두 

프로젝트는 모두 지자체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 각 지자체

의 정보를 모아 비교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한편 kik과 Kompass는 지

자체 업무에 대한 성과측정 역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kik은 지자

체 중간관리자층의 업무와 관련된 지표를 제공하는 반면 Kompass는 지

방의회와 최고관리자층의 업무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지표의 제시와 정보 수집은 궁극적으로 지자체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의회와 최고관리자층 간의 책임과 의무를 조

정(steuerung)하고 중간관리자층간의 업무처리 과정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에서는 kik과 Kompass프로젝트를 KGSt의 IKO망과 비교하여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KGSt의 IKO망의 성과지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재정의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업무를 평가하고 비용의 절감 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시스템이

다. 반면  kik 프로젝트는 지자체 중간관리자층의 업무 즉 지자체 핵심 업

무의 성과를 지표로 수치화하여 비교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이를 통해 

담당자 간의 효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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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kikㅍ로젝트의 주요 지표는 지자체 업

무의 산출과 연관시키기 보다는 결과(outcome)이나 향(impact)과 관

련되어 있다. 

한편 Kompass(kommunales projekt zum aufbau einer strat-

egischen steuerung) 프로젝트는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결정 시스템보

다 지자체의 전반적인 행정수행 목표 수립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

별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Kompass는 지자체의 활동방향 설정과 관련되

어 지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지자체 의회나 최고관리자층의 행

정 및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이슈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Kompass 프로젝트는 지자체 전반의 행정수행 목표 수립에 대한 역과 

그 과정과 결과에 해당하는 역으로서 경제활성화, 사회, 문화, 교육의 

네 가지 역을 설정하고 있다(Banner, 2001). 

Kompass프로젝트 팀은 지역사회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지방정부 의회와 최고관리자층의 업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를 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는 지자체 활동방향의 결과 또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예로 2000년도 중반 독일 지역사회 내 실업자 

문제 특히 장기실업자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

는 실업대책 및 실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활동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표 역이 제시되고 정책 결과 관련 세부 항목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자체의 성과가 비교되고 있다.  

나. 지방정부의 통제기제(control system)와 협력기제 

지방정부의 통제기제와 협력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자치제도

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지자체 개혁의 필요성은 



제5장 외국의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과 협력 기제 281

북독일 자치제도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작되었다(송태수, 2003). 

북독일 지방자치제도의 형태는 연방차원의 입법부 즉 의회에 해당하는 

게마인데평의회(gemeinderat) 의장인 시장(bűrgermeister)과 연방차

원 행정부에 해당하는 게마인데 수장인 행정관(gemeindedirektor) 두 

기관을 축으로 하는 이원시스템이다. 이 두 기관 중 직접 선출된 게마인

테평의회가 지방자치에서 상대적으로 큰 힘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러한 형태의 지방자치제도는 의회에 해당하는 게마인테평의회의 역할이 

강한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제한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수장이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 업무의 최종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업무 추진력이 약해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1990년대 공공

부문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지자체가 당면한 문제를 능동

적,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이원시스템의 

단점이 논의되기 시작하 고 이를 시작으로 독일 지자체 개혁이 시작되

었다.50)  

결국 1994년 북독일 지방자치제도는 시장으로 행정수장과 게마인데평

의회 의장의 역할과 권한을 집중하는 일원화 시스템으로 개혁되었다. 그

리고 이러한 자치제도 개혁은 1990년대 독일에 확산된 신조정모델의 

향으로 인해 가능하 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신조정모델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행정구조를 최적화하도록 한 핵심기제는 계약경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경 관리는 지자체 활동 전반의 통제 기제임과 동시에 

각 분야 행정 직무자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지원하는 협력기제라고 할 

50) 북독일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다른 형태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혁도 시작
되었다. 남독일 지방자치제도는 게마인데 평의회 의장과 행정수장의 역할을 동시에 맡는 
시장(bűrermeister) 중심의 일원화형태이다. 그 밖의 행정참사회(magisterverfassung) 
형태는 지역주민 선거로 선출된 시의회(stadtverordneten-versammulung)가 행정참사
회(magistrat)을 선출하는 형태이며, 시장(bűrbermeisterverfassung)형태는 지역 주민
이 선출한 시평의회(stadtrat)가 시장을 선출하는 형태이다(Bundeszentrale fűr 
politische Bildung,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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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계약경 관리’란 특정 기간 동안 한 조직단위의 지휘와 하나의 하위 

관료체계의 경  관리 사이에 책임있는 약속이나 이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직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약속사항 즉 

합의된 업무의 이행 등에 대해서 전적으로 직무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것

이다(KGSt-Bericht 12/1991; Han 2000; 송태수, 2003에서 재인용). 

전통적인 공공관리의 위계 구조 속에서 명령과 업무지시가 아닌 계약의 

강조는 지방자치의 업무가 일방향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의회와 행정

수장 그리고 각 행정부서 사이의 합의를 통해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행정업무의 목표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

쳐 합의되어 설정됨을 보여주고 있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

회와 행정의 조정(steuerung)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 의회는 지자체 행정업무로 ‘무엇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

고 행정수장과 행정부서는 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명료히 확인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의회와 행정, 행정수장과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전문가

와 개별 행정직원 사이의 관계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의 〔그림 

5-3-2〕는 계약경 관리 하에서 각각의 관계가 조정되는 방식을 개관해

주고 있다.51)  

51) 〔그림 5-3-2〕에 대한 다음의 개관은 송태수(2003)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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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신조정모델 구도

자료: 송태수(2003)

  1) 행정과 의회의 새로운 관계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활동 목표와 관

련하여 각 분야의 업무를 이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의회와 행정부에 해당하는 행정수장 사이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까지 포괄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의회는 행정수장과 행정부

서는 활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정책과 프로그램의 실천을 보장할 필

요가 있다. 또한 행정수장과 행정부서의 업무와 활동은 의회와 합의된 목

표에 정합하도록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행정 업무의 수행과 활동을 

통제하는 행정참사회(magistrat)는 의회와 합의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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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참사회와 행정부서는 또한 업무와 역할에 대한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합의는 계약경 관리의 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지방자

지단체의 의회와 행정 두 축은 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서로가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5-3-2〕의 신조정모델의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부 즉 정치

적 대변체인 의회와 행정지도부 즉 행정수장과 행정부서 간의 계약이 체

계적으로 체결되어 이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는 지자체 행

정 전반에 대한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업무와 활동에 필요한 재정규모에 

대한 합의까지 의회와 도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적 대변체인 의회는 

지자체가 어떤 생산품(product) 즉 공공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지에 대해 결정할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그와 동시에 행정수장과 

행정부서는 의회와 합의한 생산품을 어떻게 효과적, 효율적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행정수장과 행정부서는 의회와 합

의된 계약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얼마나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했는지

에 대한 에 대한 보고서를 매해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합의, 계약, 통제의 과정은 의회가 행정수장 및 행정부서와 설

정한 목표를 적절히 수행하 는지, 또한 주어진 재정을 행정업무와 활동

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 는지에 대한 협상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행정수장과 행정부서별 전문가 간의 합의와 계약 

행정수장은 행정부서별 전문가와 행정업무와 활동,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합의는 지자체 재정의 할당과 연관되어 

협상된다. 이 협상과정에서는 지자체 재정을 얼마나 할당할 것인지 즉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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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별 경제적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얼마나 할애할 것인지가 결정되

게 된다. 이렇게 할당된 재원은 행정부서별로 자율성을 갖고 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수장과 행정부서별 전문가는 분기별로 

각 분야에서 수행할 업무 즉 산출물(output)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합의

하게 된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지자체 전반의 활동 목표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계약경 관리의 근간이 되어 통제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된다. 즉 이러한 합의를 통해 지자체 행정전반의 목표와 행정부

서의 활동이 결정되고 그에 적절한 예산의 분배가 이뤄지게 된다. 이를 

근거로 하여 각 행정부서는 지자체 재정을 어떻게 사용･투입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3) 행정부서 전문가와 부서별 행정직원 간의 합의와 계약

부서별로 행정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의 대상과 목적이 규정되어

야 한다. 아울러 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비용 운용 조건과 절차 그리고 

증빙서류와 절차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직무내용을 행정부서 전

문가와 부서별 직원이 계약하게 되는데, 그 내용으로 행정부서 전문가 간 

계약내용에는 행정부서 전문가의 업무지원 역할과 직원에 대한 성과급 

계약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절약하 을 경우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지불할 수 있을 것

이다. 아울러 이러한 계약내용의 통제시스템으로 행정부서 전문가와 행

정직원 간의 행정업무 목표의 달성정도와 업무내용 변경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또한 행정부서 전문가와 행정직원 간에 업무와 예산의 추진 

및 수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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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상으로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신조정모델의 계약구조를 살펴

보았다. 사회복지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행정부서인 ‘사회 및 보건행정 

부서(사회청, 청소년청, 보건청 등)’의 업무 또한 이러한 통제기제와 합의

기제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의회와 행정 두 축이

이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 전반의 목표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규모

를 합의하고, 행정수장과 행정부서의 전문가는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사회 및 보건 분야 행정직원과의 계약을 통해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최종적으로 합의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경

관리 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사회 및 보건 행정부서’의 활동(비용, 수행

업무, 결과 등) 내용은 분석적 조정 지원팀(성가관리를 위한 IKO망, kik 

등)의 지원을 받아 보고서로 작성된다. 그리고 이는 행정부서 전문가에게 

보고되어 부서차원의 계약에 적절하게 재구성된다. 즉 중앙조정팀(성과

관리를 위한 kik, Kompass)의 분석을 통해 보고서로 작성되어 행정지도

관리의 근거로 활용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즉 독일 지자체가 추구하는 신조정모델에 의한 행

정업무 효율화 노력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타 

분야와 달리 지자체 행정업무와 활동내용의 측정 가능한 목표로 구체화

하여 계약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신조정모델의 핵심은 행정업무의 효율화

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산출(output) 즉 복지생산물(welfare product) 

개념인데 이를 가시화하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대다수의 지자체가 성과관리의 생산물을 찾아내고 지표화하여 통제 시스

템을 설치하고 이를 업데이트하여 운 하는 데 필요한 재무적, 인사적, 

기술적 비용이 크다는 점이 지적(송태수, 2003)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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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 에서 2015년 주안점을 

두었던 세 가지 주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의 주도적인 역할

을 수행할 기반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자체 자체사업(지

역사업)의 실태,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진 사례의 

탐색을 진행하 다. 그 주요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결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효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본 계획과 비교하여 얼마나 일관

성을 유지하는지, 혹은 변경된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여건 변화에 대

한 적절한 대응인지를 파악하고자 하 다. 

시도 및 시군구의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일관성,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 작성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고서’와 2014년 작성한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보고서’를 분석에 활용하 다. 시도 

분석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

하 으며, 시군구 분석은 2015년에 실시된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 50개 시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 다. 분석은 ① 저소득층, ② 노인, ③ 장애인, ④ 아동청소년, ⑤ 여성

결 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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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⑥ 보건의료 ⑦ 지역복지, ⑧ 지역특화(다문화, 노숙인 등)의 8개 

역으로 구분하여 역별 특징을 확인하 다. 

가.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일관성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작성한 

2014년 신규·변경·폐지 사업의 목록을 확인하 다. 우선 50개 시군구 

지역사업의 신규·변경·폐지 사업은 총 515건으로 제2기 본 계획 지역사

업 수인 1,857건 대비 약 27.7%의 변경률을 보 다. 사업변경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폐지사업은 총 226건으로 본 계획 대비 12.2% 고, 변경사

업 8.2%, 신규사업 7.3%의 변경률을 보 다. 역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역은 18.9%, 아동·청소년 역은 39.3%, 노인 역은 32.2%, 장애인 

역은 26.3%, 여성･보육･가족 역은 29.6%, 보건의료 역은 12.7%, 

지역복지 역은 15.7%, 지역특화 역은 50.7%가 신규･변경･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 사유로는 사업 통폐합･이전, 수요 변화, 예산 변화

의 순이었다. 

한편 16개 시도의 신규·변경·폐지 사업을 분석한 결과, 2기 본 계획에

서 기획한 보편 및 지역사업은 총 1,721개 으며, 2014년 연차별 계획에 

제시된 신규·변경·폐지 사업은 총 491개로, 본 계획 사업 수 대비 28.5%

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사업이 15.6%로 가장 많았으며, 폐지

(7.0%), 신규(5.9%)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역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역은 37.7%, 아동·청소년 역은 37.8%, 노인 역은 28.3%, 장애인 

역은 24.6%, 여성·보육·가족 역은 21.4%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는 

23.0%, 지역복지는 17.5%, 지역특화 역은 41.3%의 변경률을 보 다. 

신규·변경·폐지 사업의 변동 사유 중 가장 많은 사유로 사업통폐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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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변화 으며, 수요 변화, 예산 변화, 상하위 계획 변화, 전달체계 

변화, 민관협의, 목표달성 순이었다.

신규·변경·폐지 사업 분석을 통해 4년간의 계획을 수립한 본 계획과 

2014년 계획의 일관성을 파악한 결과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의 타 부서나 민간기관의 관련 사업과 유사성 및 기능 중

복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사업이 변경되거나 통･폐합되는 경우가 다수 발

견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유사･중복 사유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시 지역 내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의 참여를 통한 긴 한 협력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둘째, 사업량 증가로 예산이 증액되거나 예산 미확보(미편성)로 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다수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사업의 안

정적 운 과 수립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기본

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부득이한 예산 변경 사유로 계획 내용

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사업변경과 관련한 충분한 과정 평가와 대안 마련

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 자체의 미시행이나 사업 효과성 미비로 인한 사업의 축소 

및 폐지 사유가 빈번히 확인되었다. 사업 자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근

거없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실행의 의미를 퇴색할 

수 있어 사업 기획단계에서 신중한 고려와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

과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근거에 대한 명시 없이 신규사업으로 단순신설하거

나 2기 본 계획 당시 누락된 사업이라는 사유로 신설한 사업도 다수 발견

되었다. 이는 보다 충실한 결과보고서의 작성으로 보완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사업 신설시에 본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적과 내용에 연

계되어 있음을 신설의 근거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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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연계성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이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파악하

기 위하여 본 계획에서 기획한 지역사업(자체사업) 중 연차별 계획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목적의 연계성과 적절성을 검토하

다. 

16개 시도의 2기 본 계획과 2014년 연차별 계획을 비교한 결과, 동일

한 사업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45.1%인 416개 사업으로, 절반에 가

까운 지역사업이 본 계획에서 기획한 사업명을 유지한 반면, 나머지 절반

의 사업은 사업명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별로 살펴보면, 

지역특화,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노인 순이었다. 근소한 차이지만 광역

시가 도에 비해 사업 유지비율이 높았다. 

유지사업을 중심으로 연계성의 내용을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과목표의 연계성과 관련한 결과로 첫째, 연차별 보고서에 기술된 연

차별 계획의 수행목표와 성과목표에 대한 기록이 일부 지자체에서 미비

하여 사업 목적의 유추가 어려웠다. 사업목적의 수립과 명시는 사업의 방

향, 내용, 추진과정, 평가라는 일련의 과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필수적으

로 작성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간과되는 측면이 발견되었다. 둘째, 연차별 

계획의 성과목표 설정이 본 계획의 목적과 성과목표에 비춰 성과

(outcome) 형태보다는 산출(output) 형태로 제시된 경우가 빈번히 발견

되었다. 사업이 초기 단계일 경우 측정가능한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본래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는 단순 산출 형태가 아닌 질적 성과를 목표로 삼거나 혹은 병행하는 것

이 궁극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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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에 대한 변경(지역사업에서 보편사업으로, 혹은 보편사업에서 지역

사업으로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배경 설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계획의 사업 목

적과 연차별 수행 목표가 어떠한 논리적 연계성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가

늠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견되었다. 사업계획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적절한 목표 설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성과지표의 연계성과 관련한 결과이다. 첫째는 성과목표와 

마찬가지로 성과지표가 누락되어 연계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성과지표는 성과목표나 달성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유지사업의 경우 본 계획에서 명시한 성과지표를 연차별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 추진과 목표 달성에 필요불

가결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과 

연차별 계획간 성과지표가 상이하게 달라진 경우이다. 본 계획에서 설정

한 성과지표를 연차별 계획에서 변경하는 것은 환경 및 욕구변화에 대응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근거 없

이 측정의 편의성이나 평가의 수월성 등을 이유로 성과지표를 줄이거나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과지표는 계획된 사업의 중장기 방향 

설정과 목표달성 과정에 중요한 기준점이기에 사업목적 수립부터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

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산 연계성과 관련하여 본 계획 예산과 연차별 계획의 예

산의 연계성을 살펴본 결과, 지역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사업에서 비

예산 사업의 비중이 상당하고 사업 내용 역시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자원 연계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간 자원 동원으로서 비예산 사

업은 지역복지 활성화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지역사업에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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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는 사업의 실효성과 확산에 지대한 향을 미치는 바, 필수 복지 

역에 대한 공적 예산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의 

사각지대나 새로운 욕구에 대하여 민간이 협력을 담당하는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2. 지역사업(지자체 자체사업)의 분석 결과

지자체가 사회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는지, 지역복지에 

대한 주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분석하여, 얼마나 재량적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가늠하고자,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제시된 지자체 자체사업을 분석하 다. 

48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에 포함된 복지사업을 주요 서비스 

대상 집단과 보편·지역사업에 따라 구분하여 각 역의 사업 수를 파악한 

결과 보편사업은 총 2,792개, 지역사업은 1,667개로서, 시군구당 평균 

58개, 37개인 셈이다. 이를 대상집단별로 구분해 보면, 보편사업의 경우

는 아동･청소년(19.3%), 장애인(17.1%), 여성･가족(16.8%), 저소득

(16.3%), 노인(14.1%)의 순, 지역사업의 경우 여성･가족(18.1%), 아동･
청소년(16.6%), 노인(14.5%), 장애인(14.2%), 저소득(13.3%), 지역사회

복지(12.1%)의 순이었다.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을 합한 경우 가장 사업 

수가 많은 역은 아동･청소년 사업으로서 18.3%를 차지했으며, 보편사

업은 아동･청소년 사업이 가장 많았고, 지역사업은 여성･가족 사업이 가

장 많았다. 

사업 역별 예산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분야는 

노인 역으로서 다른 대상 사업에 비해 사업 수는 많지 않았지만 예산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 다(1개 사업 평균 보편사업 1,700억 원, 지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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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보편사업 총사업비 규모는 노인 다음으로 저소득-장애인-여

성･가족-보건의료-지역사회복지의 순이었으며 규모는 노인-여성･가족-

장애인-아동청소년-저소득-지역사회복지의 순이었다.

사업 역별 사업 수와 예산 배정의 우선 순위를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

년 역이 해당 사업 수는 많았으나 실제 투입 예산은 적은 반면 노인 

역은 사업 수는 적었지만 예산 투입은 많았다. 여성가족 역과 지역사회

복지 역은 보편사업에 비해 지역사업에서 비중 있게 추진되고 있는 반

면 저소득 대상 사업은 그 반대 다. 흥미로운 시사점은 중앙정부의 사업

(보편사업) 예산 비중이 저소득층 역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실과 달

리, 각 지자체의 자체사업의 규모를 볼 때 빈곤계층에 특화된 사업보다는 

보다 소득이 높은 대상층까지도 포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관심

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시군구의 사업 역별 지역사업의 수를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지역에 

따라 10개 미만~100개 이상까지 큰 편차를 보 다. 

사업내용을 범주별로 분류하여 지역사업 수를 파악한 결과,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사업은 생활지원(51.0%), 문화여가(11.5%), 보호돌봄

(11.5%), 건강(6.7%), 교육(5.4%)의 순이었다. 예산의 측면에서 1개 사

업에 투입된 사업단위 예산을 산출해보면, 사업 수와 총 예산 투입 규모

가 큰 생활지원 성격의 사업보다 다른 범주의 사업예산이 더 많았다. ‘요

양돌봄’사업은 평균 8억 여원으로 단위당 사업 예산이 가장 컸으며, 대체

로 생계지원, 요양돌봄 성격의 사업들이 다른 사업에 비해 단위 사업 당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역의 1개 사업 당 예산 규모가 가

장 작았으며, 문화여가, 교육의 사업도 적은 편이었다.

한편 지역복지계획 매뉴얼에 제시된 8개 사업 역과 기능별 사업범주

를 교차 분석한 결과, 생활지원 성격의 사업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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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다문화, 지역사회복지 등 모든 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아

동의 경우 대상집단의 특성에 맞게 보호돌봄과 문화여가 성격의 사업 비

중이 높았으며,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고

용지원 성격의 사업 비중이, 노인대상 사업 중에서는 문화여가 사업의 비

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지자체 자체사업들은 대체로 대상집단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3.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평가 분석 결과

정부가 시행한 2014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에 본 

센터가 참여하 고, 시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한 50개 시·군·구의 평

가 결과를 서울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일반시(50만 이상), 일반시(50만 

이하), 군 등 다섯 개 지역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이들 지역의 평가결과 총점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90.45점이었고 일

반시(50만 이상)의 총점 평균이 93.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 자치

구(91.53점), 군(90.93점), 일반시(50만 미만)(90.48점), 서울시 자치구

(84.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 분야는 5개로 구성되었는데, 분야별 평균을 보면 시행과정의 적

절성 27.24/30점 만점,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22.35/25점 만점, 지역

주민의 참여도 17.73/20점 만점, 지역복지계획의 충실성 18.35/20점 

만점, 지자체 평가준비의 성실성 4.76/5점 만점)이었으며, 5개 역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역은 지자체 평가준비의 성실성 점수 으며, 다

음으로는 지역복지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순이었다(100점으로 환산하면 90.8점, 89.4

점, 88.7점, 91.8점, 95.2점). 이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준비와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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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며, 과정을 적절하게 준수하려는 노력, 목표의 성취

는 상대적으로 미진하게 평가된 것이다. 또한 주민의 참여는 가장 어려운 

부분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분석 대상 지자체가 각 시도에서 추

천받은 우수 지자체 후보이므로 전반적인 총점이 90점 내외로 높게 나타

났지만, 해당 지자체간 평가점수의 편차가 큰 역도 시행결과의 목표달

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지역복지계획의 충실성 부문이었다. 

한편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에 대하여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한 결과 지표 산출에 대한 어려움, 평가지표에 지역 특성 반

의 한계, 예산집행 중심의 성과 평가의 부적절성, 성과목표 달성도 등 

일부 지표의 자의적 평가 가능성 우려, 지역주민 참여도 지표 개선, 중복

된 평가방식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행정 비효율성 등이 제기되었다.

제2절 정책 제언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효성 제고

올해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

굴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 사회복지사업, 지자체가 주도하고 준비할 복지

부문의 사업 추진체계에 큰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의 조항을 통하여 그 근거를 살펴보자면, 먼저 이전에 없던 기본원칙

의 제시 내용이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는 제4조의 ‘지역 사회보장 

균등 실현 노력’의 내용이 해당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포함하

고 있다. 

- 제45조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자체간 사회보장 수준 차이의 

최소화를 위한 예산 배분, 급여제공 기관 등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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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평가결과 반

- 제48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 : 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집 거주지, 그 밖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 

가능

- 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포함

- 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시도 

및 시군구)의 시행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특히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되어, 보건･복

지 역을 넘어,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정의를 통해 포괄하는 고

용, 교육, 문화, 주거, 환경 부문까지 이 계획을 통해 담아내도록 제시하

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는 민선지방자치 20년, 2005년의 복

지사업 지방이양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1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전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지자체의 자치 

역량이 성숙해가고, 시군구 중심의 복지 기획력 향상, 지역단위 협의 구

조의 안착이 진전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예상 매칭 부담은 지자

체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복지사업(자체사업)의 축소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마련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협의･조정제도’는 지

자체가 사회보장성격의 사업을 신설, 변경하고자 할 때, 사회보장위원회

에 협의, 조정을 위한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거기반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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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업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이점과 동시에  관련절차 준비의 업무 

부담과 사업 불수용의 우려에 의한 복지사업 위축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상황 변화를 감안할 때,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모

해야 할 지역차원의 계획 수립, 시행, 평가와 관련된 정책적 준비가 보다 

면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기의 계획을 세우는 세 번의 계획 수립 과

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와 관련한 일관성 

미흡에 대한 지적, 또한 처음으로 검토된 본 연구의 제2기 계획과 2014

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분석에서 발견된 결과들에 주목하여, 지속적인 

보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4년 주기의 본 계획이 갖는 위상과 연차별 사업 시행과정에서 본 

계획이 기여하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지역

사회복지계획(개정,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규정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

용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하향식(top-down) 절차가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계획 수립의 주체인 지자체의 동기부여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계획이 실절적인 지자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많아져야 관심과 동기와 투입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변화하는 

복지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활용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으며 긍정적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인지는 이 

제도의 추진주체인 중앙정부와 실행 주체인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서 수

렴, 도출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크고 작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상향식

(bottom-up)의 의견수렴 통로,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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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민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 될 수 있는 시간과 절차가 마련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일본의 사례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행정평가를 일

원화된 체계와 틀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행정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던 지자체의 사례가 타 지자체에게 향을 미쳤으며, 오

히려 지자체의 행정평가체계 구축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주

먹구구식으로 행해지던 정책평가를 제도단위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로 

구축했던 경험을 볼 수 있었으며, 독일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정

부의 지자체 성과관리와 평가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독

일 연방정부는 연방의 재원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사용을 감독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계획 수립과 실행의 주체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계획 수립에 사

업 주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상황

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모든 복지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계

획으로서 매우 통일성있는 체계를 갖게 되지만, 체계의 공식성과 실질적

인 절차와 내용이 일관된 견고성을 갖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틀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사회복지부문을 넘어선 보건, 고용, 주거, 문화, 교육 등까

지, 지자체의 타 국-과와 유관 공공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지역사회보장계

획의 수립은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난제를 갖게 되었다. 물론 지자체

장에게 이러한 모든 책임이 부여되었다. 지금까지 현실적으로는 지역사

회복지계획 수립 담당자를 중심으로 관련 검토와 고민과 업무를 해결하

는 지자체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 바, 이를 극복해가기 위한 방안 모색

이 우선수위 높은 사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정책･사업 추진의 과학화, 체계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함께 경주되고 있으나, (본 분석을 통해 볼 때) 사업추진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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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설정에 실무담당자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성과(outcome) 중심의 사업 목표와 지표 설정이 지향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과 성숙도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지자체

의 사업계획 수립, 운 방식이 일정수준 체계화될 때까지, 상세하고 일관

성있는 매뉴얼 안내, 교육, 컨설팅, 다양한 수퍼비전의 기회를 통해 향상

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평가체

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평가는 그 결과가 환

류(feed-back)되어 사업 성과가 향상되고 그것을 위한 절차가 업그레이

드 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역담당자의 의견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역별 여건이 감안된 지표의 활용, 당초 목표 설정과 예산 배정

에 향을 주지 않을 평가 지표의 개선, 명확한 평가의 기준 제시, 지자체

의 자의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지표의 보완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다.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한 ‘지역사회보장지표’가 활용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성과평가가 실시된다면 보다 나은 평가의 실시와 공감대 형성이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역시,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중심의 중앙-지방의 협의구조 구축과 의사소통 과정이 중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2. 지자체 사회복지 역할의 적정 수행기반 마련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는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

으며, 특히 최근에는 누가 얼마나 어떤 복지사업을 할 것인가를 두고 중

앙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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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첫째, 우리 사회가 지방에 기대하는 복지 역할과 수준은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최근의 정책 지향은 이중적 혹은 모순(ambivalence)적 메시가 

담겨있다.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지역사회보장 추진(사회보장급여법 기

반) 정책 방향에 대한 지자체 이해에 혼선이 발생되어, 과연 지자체가 복

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지 회의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복지주체간의 보충적(supplementary) 사업 수행은 분명 필요한 방식

이며,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 수행 분담은 그러한 틀에 

준하여 이루어져 왔다. 복지욕구의 확대와 함께 복지추진의 체계화가 진

전되면서 최저기준-적정기준을 고려하고 있으나,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감안할 때 다원화된 복지 주체의 출현은 불가피(혹은 독려)하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의 유사･중복을 어떻게 인식, 대응할 것인가하는 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부문의 정부간 관계 진단에 대한 임성일(2015)의 견해에 의하

면, 한국은 국과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이전제도’에 가장 많이 치중

하는 국가이다. “국고보조금제도에 크게 의존하는 정부간 재정관계를 형

성하고 있어, 복지부문 의무적 지출(mandatory expenditure)은 법률

에 의한 ‘의무･구속성’과 ‘자기통제 가능성(지자체의 사업선정, 사업량, 

가격, 보조율 등의 의사결정권)’이 타 부문에 비해 매우 강한 편이다(국민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일반보조금(포괄보조 포함)을, 낮은 국가일수록 

특정보조금-국고보조금등을 적극적으로 운 하는 경향). 우리의 정부간 

재정관계는 위계에 의한 의존적 수단･행태 중심의 내포적(inclusive) 관

계이며, 협상과 교환이 가능한 협력적(coordinate) 관계로의 도약이 과

제이다. 세출관련 의사결정권한이 법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세출 분

권도 취약하다. 따라서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고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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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획, 관리, 의사결정을 긴 하게 수평적 협력관계에서 협의조정하는 

제도적, 행태적 변화 도모가 필요하다”(임성일, 2015, pp149~153)고 

지적한 의견은 사회복지사업 전반의 사안과 관련된 고민과정에서 유익하

게 참고할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방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중앙-지방 사회복지 운 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효율화’는 투입의 경감뿐만 아니라 효

과성 향상 기제의 작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정책 기제 마련에서 유

의해야 한다. 자원의 확대 노력과 유사･중복･누락･편중의 축소와 과정

상의 소통･협의 절차 정착을 통한 주체간 동기 부여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시군구를 중심으로 책임과 권한 모두를 강화하는 방향, 재량권, 

자율성의 적극적인 부여가 지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무 분담, 사

업지침의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전반적으로 기초적 보장사업의 국

가책임 제고, 지역기반 운 이 효율적인 서비스 사업의 지방 재량권 확대

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 지방사업의 중앙 

협의조정이 보다 수평적 관계에 기반한 절차로 체감될 수 있도록 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지방 관계에 대한 인식은 민간에 향을 미친다. 

지방사업의 조정은 곧 민간사업의 조정으로 파급된다는 점에서 그러하

다. 민간의 활력,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제를 통해 주도성을 인정하

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중앙정부는 지역단위에서(지자체가) 어떻게 주민 복지에 대응하

는가를 파악(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되, 궁극적인 책임은 지자

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중앙 정책의 유기적 

구조를 감안,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시군구가 4



304 2015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센터 운영 보고서

년마다 욕구-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사회 진단, 지역 내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4년 주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는 이

를 점검･조정 권고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는 구

조가 마련된 바, 현행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협의조정’ 제도와의 정

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계획 중인 “사회보장위원회 운  사회보장사

업 평가 제도와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 시행결과 평가”, “사회보장통계 

구축과 지역사회보장지표체계 구축”의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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