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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지출도 증가하고 있

어, 선제적 사회투자와 평가를 통하여 사회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는 대부분 정성평

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회정책의 평가제도들을 검토하고 현재의 

평가 제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회정책의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평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재정사업 평가방식

으로 사회적 가치 분석 방법을 시도하여, 재정사업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를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의 성과를 측정,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의 일

환으로 사회적 투자 수익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투

자 수익(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을 실제 사용하는 데 필

요한 가이드라인 및 적용사례를 살펴보았고, 사전연구를 통하여 이를 실

제 사업에 적용한 사례를 제공하였다. 현재의 정책이 유지되어 발생하는 

재정투자를 기반으로, 새롭게 도입이 필요한 정책영역을 발굴하거나 정

책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정책의 효과 분석을 통하여 도입 타당

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투자가 저평가 되

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pilot study의 일환으로 사회정책의 

투자효과 분석을 위한 노인돌봄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모델의 방법

으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SD) 모델을 사용하였다. 

노인돌봄이라는 사례를 대상으로 사전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효과를 분

석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고령자와 관련한 정책 전반과 인구사회의 변화를 

발┃간┃사



포괄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확대ㆍ구축함으로써 사전ㆍ사후의 투자효과를 

평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책 투자효과 분석 방법

을 실제 적용한 사례를 통하여 사회정책 투자 효과 분석을 위한 적용가능

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공공정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계량적 정책 평가 방안과 분석 가이드 라인이 마련된다면, 근거기반의 정

책평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는 고숙자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권정현 KDI 연구위원, 최영

출 충북대 교수,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본 원의 이영

숙 연구위원, 조성은 연구위원, 김성아 부연구위원, 나원희 부연구위원, 

박소은 부연구위원, 오다은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워크숍과 검독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원

내외의 평가위원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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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amework for Modelling Investment Effect of 
Social Polices 

1)Project Head: Ko, Sukja 

Social security spending is also increasing as population ag-

ing, and Korea is at an important time to discuss the effective-

ness of social policies through preemptive social investment 

and evaluation. However, since most of the current evaluations 

are based on qualitative evaluation,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subjective judgment of the evaluator is highly likely to play 

a large role. Even with quantitative evaluation, public services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tend to underestimate the val-

ue of public goods or services due to the absence of a method 

to measure the value of social investment. Therefore, it is nec-

essary to devise a policy evaluation plan to create a structure 

that balances the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 and the qual-

ity improvement of public services.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analyzing social return on invest-

ment was conceptually organized and presented, and examples 

of applying it to actual projects were provided through prelimi-

nary research.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under-

estimating social investment in public services, a model for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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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yzing the investment effect of social policies was established 

as part of a pilot study.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underestimating social investment in public services, a mod-

el for analyzing the investment effect of social policies was es-

tablished as part of a pilot study. And as a model method, the 

system dynamics (SD) model was used. The model established 

in this study was composed of a population module, a demand 

module, a supply module, and a social impact module, and the 

results of the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of the elderly 

care service were analyzed in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modul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rate of social re-

turn on investment of the elderly care service was 1.621:1, con-

firming that it is a program with high social value compared to 

investment. In this study, we were able to analyze social value 

of the policy effects by conducting a preliminary study on the 

case of the elderly care. 

Keyword : social value, social return on investment, elderly care, system dy-

namics, impact analysis, effectivenes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 지출도 증가하고 있

어, 선제적 사회투자와 평가를 통하여 사회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는 대부분 정성평

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한계이다. 정량평가를 하더라도 보건복지 영역의 공공서비

스는 사회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 부재하여 공공재 또는 공공서

비스의 가치가 과소 평가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지

출 효율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양립시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 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연구결과

우선 현행 사회정책의 평가제도를 검토하고 현재의 평가제도들이 간과

하는 사회정책의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평가 방식

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사회정책의 사전적, 사후적 평가제도

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사회정책의 성과가 평가 과정에 반영되기 어렵다. 

즉 사회정책 수혜 집단의 적절한 비교 대상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로 인

해 사회정책 평가 시 정책 수혜 집단만을 대상으로 정책 수혜 전후를 비

교하는 등 사회정책의 온전한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재정사업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의 성과를 측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 화폐화하여 측정 및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새로운 재정사업 평가방식으로 사회적 가치 분석 방법을 제시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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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론 동향을 보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 토

픽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지원, 방법론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평가지표와 지수, 비용편익의 가치 평가 등과 관련되는 것, 측

정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

회적 투자 수익(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을 실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및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성과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사업의 성과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투자 수익을 분석하는 과정을 개념적으로 정리

하여 제시하였고, 사전 연구를 통하여 이를 실제 사업에 적용한 사례를 

제공하였다. 현재의 정책이 유지되어 발생하는 재정투자를 기반으로, 새

롭게 도입이 필요한 정책 영역을 발굴하거나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에 대해서 정책의 효과 분석을 통하여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이에 노인 대상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투자가 저평가되고 있는 한

계점을 보완하고, 사회투자,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투자가 저평가되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pilot study의 일환으로 사회정책의 투자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축

하였다. 그리고 모델의 방법으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SD) 모델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크게 인구 모듈, 수요 모듈, 공급 모듈, 사

회영향 모듈로 구성하였으며 모듈 간의 상호 연계 속에서 노인돌봄사업

의 사회적 투자수익(SROI)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의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1.621:1로, 투자대비 사회적 가

치가 높은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 5

본 연구에서는 노인돌봄 사례를 대상으로 사전 연구를 수행하여 일부

분의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고령자와 관련한 정책 전반

과 인구사회의 변화를 포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사전·사후의 

투자효과를 평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돌봄서비스의 간접 편익을 추정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에 의한 최종수요증분 5조 4,26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2016~2020년 노인돌봄서비스의 전체 예산 중 약 86%에 해당하

는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간접 편익에서 생산 파급효과는 4조 430억 원,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1조 5,58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책 투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노

인돌봄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투자수익률을 도출하였다. 사회정책 투자

효과 분석 방법을 실제 적용한 사례를 통하여 사회정책 투자효과 분석을 

위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공공정책의 사회

적 가치에 대한 계량적 접근을 위해서는 재정적 대리 지표 산출 방안과 

분석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근거 기반의 정책 평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용어 : 사회적 가치, 사회적 투자수익, 노인돌봄, 시스템 다이내믹스, 영향분석,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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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 지출도 증가하고 있

다.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이슈가 꾸준히 제기될 것이

며, 선제적 사회투자와 평가를 통하여 사회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사회정책의 평가를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가재정법, 사회

보장기본법 등과 같이 여러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평가, 사업 평가, 기관 평가, 실태조사 등 다양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는 자체 평가 또는 특별 평가를 통하여 

성과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국가재정법에서는 통합재정사업평

가와 심층 평가를 통하여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재정성과관리를 수행하

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는 대부분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

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정량평

가를 하더라도 보건복지 영역의 공공서비스는 사회투자의 가치를 측정하

는 방식이 부재하여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의 가치가 과소 평가되는 경

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지출 효율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양립시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행정 개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재정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예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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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삭감하는 것만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양을 유지할 수는 없다.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행정 개선을 통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정책

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임팩트 평가 또는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분

석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재정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사업의 영향에 대한 정량적·화폐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 방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표준적인 방법의 확립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투자를 위한 우선순위를 선정하

고 전략적 투자를 위해서는 사회투자에 대한 사회적 영향 및 재정 영향에 

대한 양질의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사회정책은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효과 및 영

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때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 또는 시장가

치로 환산된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

은 재정적(금전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 또는 후생을 추구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측정되

지 않아, 예산당국 및 정책 결정자에게 서비스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사회적 투자와 성과가 저평가

되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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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사회투자 분석의 필요성

공공재정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적 
투자 필요

사회투자, 정책결정 

공공재정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양질의 정보 필요

시장 가치 (market value)

�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

        시장기반의 경제성장, 효율성 사회 전체의 경제발전, 공정성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의 투자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 및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의 투자효과 분석을 위한 외국의 가이드

라인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투자효과의 분석틀과 방법론을 도출

하고 노인돌봄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정책 투자효과 분석 방법을 실제 적

용한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사회정책 투자효과 분석을 위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사회정책 평가제도의 현황

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정책의 사전 또는 사후 평가를 위한 제

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의 성과를 정량화하기에는 현실적으

로 많은 한계가 있으며, 또한 사회정책이 지니는 공공영역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기 어려워 기존의 평가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점을 지

적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사회정책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정책적 활용 사례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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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사회정책 평가의 일환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 평

가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국내외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면서 사회적 투자수익(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을 측

정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도 발표되고 있다.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통하여 

국내외 사회적 가치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사회적 가

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투자수익률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분석 가이드라인과 적용 사례를 살펴본

다. 또한 실제 적용에서 당면할 수 있는 한계점과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노인돌봄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실제 SROI모형을 구축한 

사전 연구(pilot study)를 제시한다. 고려 대상이 되는 전체 모형을 간단

히 소개하고 난 후, 실제 우리나라 노인돌봄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

여 모형을 구축한 사례를 제시한다. 분석을 위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

법을 적용하여 노인돌봄사업의 분석틀을 시범적으로 제시한다. 모형은 

크게 인구 모듈, 수요 모듈, 공급 모듈, 사회영향 모듈로 작성하여 구성하

며, 모듈 간의 상호 연계 속에서 노인돌봄사업의 사회적 투자수익(SROI) 

결과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간접 편익을 분석한다. 간접 편익은 노

인돌봄서비스로 인한 금전적 편익이 파생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

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낸다. 산업연관 분석을 통하여 노인돌봄서

비스로 발생하는 경제적 간접 편익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제6장 결론에서는 사회적 가치 분석을 실제 시범 적용한 결과 및 제한

점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을 위해 향후 요구되는 분석 환경 및 인프라에 

대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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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사회정책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환경 분석

 �현행 사회정책 평가 방법론 검토 
 �새로운 사회정책 평가 방법
 �사회정책 평가 방법론과 활용 

☞

�이론모형 고찰, 선행 연구 및 
방법론 고찰

�국내외 정책 투자효과 평가 
관련 고찰

�정책적 활용 사례 고찰 

SROI 모형 고찰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론 동향 분석
 �사회적 투자수익률 분석 가이드라인 및 적용 사례 
 �SROI 방법론의 단계와 고려 사항

☞
�방법론 적용의 동향 분석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 고찰
�SROI 분석 가이드라인 검토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노인돌봄사업의 SROI 모형 (Pilot Study)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적용 방안 검토
 �인구 모듈, 수요 모듈, 공급 모듈, 사회영향 모듈 

작성
 �SROI 분석 결과 제시

☞

�정책 투자효과에 관한 정태모
형 구축 및 분석

�행정자료, 빅데이터, 조사자료 
등을 활용

노인돌봄사업의 간접 편익 분석

 �노인돌봄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파급 영향 분석 ☞�산업연관 분석

            �

정책적 시사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사회정책 평가제도 현황 

제1절 사회정책 평가제도

제2절 새로운 사회정책 평가 방법: 정책 실험

제3절 비실험적 정책 평가 분석 방법과 활용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재정

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심화

되고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책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는 동시에 사회복지 정책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일단 정책이 시행되면 중

단 또는 사업의 축소가 쉽지 않은 비가역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책 사

업의 설계 단계부터 적합한 평가 및 관리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사회정

책 평가의 대상도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고도경제 성장기에는 국민적 요

구가 사회 및 경제 분야 인프라 구축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및 미래사회 대비로 전환되었다(김용성, 이석원, 심우찬, 

2007). 과거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사회정책의 평가 기준이 주로 양적

인 기준- 예컨대 정책의 수혜자 규모-이었다면, 현재 사회정책의 평가 기

준은 정책 수혜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수준이 된다. 단순히 수혜 여부가 아

닌 정책 수혜를 통해 정책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수혜자 비율이 보다 

현재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시장 원리로 해결이 어려운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정책 사업의 사회적 가

치 창출에 대한 인식 및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사회적 

제2장 사회정책 평가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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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 시행 결정 

및 평가에 있어 정책의 효과성을 보다 엄밀히 평가하고 보다 다면적인 기

준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동

안 사회정책은 정책 시행 이전 사전적 효과성 검증의 어려움, 적절한 비

교 대상 발굴의 어려움으로 엄밀한 정책 평가 수행이 어려운 한계가 지속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사업 

시행 이전 소규모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

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나 사회정책 분야에 대한 예

비타당성조사의 시행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 사회정책 평가

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

어지고 있다. 정책 실험의 도입은 비교적 최근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평가 방법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사회정책 

시행 이전 정책 실험을 도입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책 실험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이영욱 외, 2020).

본 연구는 현행 사회정책의 평가제도를 검토하고 현재의 평가제도들이 

간과하는 사회정책의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평가 

방식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내

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1절에서는 현행 사회정책 재정사업 평가 

방법론과 현황을 시범사업과 사회정책 분야 예비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제2절에서는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정책 평가 방식인 정

책 실험 방법을 소개하고, 적용 사례를 제시한다. 제3절에서는 사회복지 

정책 평가에 활용되는 분석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사회복지 프로

그램 평가에 활용된 사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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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정책 평가제도1)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한편, 한정된 

재정 여력으로 재정 효율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 시행 결정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현행 제도들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한다. 

 

  1. 사회정책 평가제도 현황 

가.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소

요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가재정법, 2021). 현행 법령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사회간접자본

(SOC), 지능 정보화, 국가연구개발(R&D) 분야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복

지, 보건, 교육, 노동 등 사회복지정책 사업도 조사의 대상으로 한다. 사

회정책 분야 사업은 2008년 7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상 

사업에 포함되었는데(국가재정법, 2008), 이는 재정지출 관리를 위한 사

전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사회정책 분야 신규 사업의 경우 중기사

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대상

으로 한다. 

1) 본 절의 내용은 이영욱 외(2020)의 제Ⅲ장 우리나라 현행 사업 타당성 검증 제도 검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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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회정책 분야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된 사례는 제한적이다. 

〈표 2-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21년까지 총 13건의 조사가 수행되

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정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안정적으

로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정책의 경우 건설 사업 등과 달리 

효과 측정이 어렵고 정책 수혜자와 미수혜자 간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

가 제기되는 등 사회정책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일률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표 2-1〉 사회정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연도 사업명 평가 결과 

2010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부분 추진

2011 청년취업 아카데미 추진

2012 글로벌 EXCEL 사업/ 글로벌 수준의 박사 양상 프로그램 추진

2013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2013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추진

2013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 추진

2015 공공의료 인력양성기반 구축 철회

2016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철회

2019 복권기금 저소득층 장학사업 조건부 추진

2019 사회서비스원 설립 조건부 추진

201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조건부 추진

2021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 사업 조건부 추진

2021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조건부 추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사회정책 분야 사업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10~2021.

가. 사회복지 분야 등 신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영 제13조제1항)

(1) 최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분야 등에 대한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

에 대한 사전평가 제도는 미흡함.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 되는 사회

복지 등 분야의 신규 사업을 추가함.

(3) 앞으로 사회복지 등 분야의 신규 사업 착수 이전에 타당성 및 적정 사업 규모 등을 심
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보다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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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분야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활성화되지 못한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정책 제안 단계에서 정책의 효과를 선험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정

보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가용한 자료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유사한 사업 등 대체 자료를 이용하는 문제점,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 획득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분석 방법의 제약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표 2-2〉 사회정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중 지적된 문제 사례

사업 문제점 

사회서비스 설립 및 운영 사업 

가용한 데이터 부족으로 보건복지부 보육시설의 평가 인

증 결과 자료,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평가자료 등
을 대체 활용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미혼모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여러 가정을 통해 추

계를 통해 파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 

돌봄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에 따른 효과를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보호부담경감의 정도를 평가 

지표로 분석. 이는 사업 추진에 의해 직접적으로 나타나
는 결과로 효과성 판단 기준으로 부적합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 사업

건강 편익 발생을 위한 행동 변화가 오랜 기간 유지된다

는 엄격한 가정을 전제하여 편익 추정, 또한 해당 사업은 
가정 내 과일 섭취가 증가하는 간접효과에 따라 건강 편
익의 크기가 크게 변하지만 이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순

수하게 가정에 따라 효과성을 파악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각 사업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또한 사회정책 분야의 특성상 경제성 논리만으로 시행 여부를 판단하

기 어려운 문제점은 사회정책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시 직면하게 되

는 가장 어려운 점이다(기획재정부, 2019). 사회정책 분야 재정사업은 경

제성 논리만으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기회의 형평, 

취약계층의 보호, 사회통합 등 사회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적 잣대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사업 성격에 따라 비경제적 측면의 타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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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정 사업의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외부 효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 사업과 그 결

과물 간 일대일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 시

행의 외부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정책 재정 사업의 

경우 사업의 산출물이 계량화된 지표로 측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

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계량화된 지표로 측정된 

산출물을 재정 사업의 결과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기획재정부, 2019). 따

라서 사회정책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존의 경제적 효과를 중시하는 방법과

는 다른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회정책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단순히 시행·미시행 여부의 결정이 아니라 좋은 사업이 기획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 재정사업 심층 평가2)

재정사업 심층 평가는 자율평가 결과 추가적 평가 필요 사업, 유사 중

복 또는 비효율적 사업,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 예상 사업, 기타 사업 추진

의 성과 점검이 필요한 사업으로 시행 후 2~3년 이상 경과한 사업을 대상

으로 한다. 

사업 성과와 적절성을 기준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하되,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의 평가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사업 

적절성 평가에서는 사업 설계의 적절성, 사업 운영 방식의 적절성을 점검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을 정부가 수행하

는 것이 논리적·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

2) 본 소절의 내용은 김용성, 김상신, 이석원, 고길곤, 박창균. (2013), 재정사업 심층 평가 

지침 (사업군평가)와 강희우, 박한준, 권남호, 오영민. (2018), 재정성과평가제도 환류 방
안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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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 선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사업의 효과

성 평가는 사업 평가의 핵심 부분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효과성 평가는 재정사업 수행에 따라 창

출된 부가가치를 측정하고 이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본질적으로 사업 대

상에 대하여 창출된 부가가치를 측정한다. 집행성과 분석 단계는 사업의 

투입물이 결과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두면서 여러 과정에서 

사업이 의도했던 계획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

는 작업이다. 재정사업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하

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 수정이나 정책학습에 활용해

야 하므로 정책 효과성 분석 이후 집행평가의 수행이 필요하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사업의 종합적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체계 절차 개선 및 

사업의 유지, 축소, 폐지, 확대 등 중장기 재원 배부 방향과 제도 개선 방

안 등 재정 운용 성과 제고에 필요한 정책 제언을 함께 제시한다. 

재정사업 심층 평가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유사한 한계점을 갖는다. 

재정사업의 핵심 평가 대상 관련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의 직

접적인 평가가 어려운 점이 재정사업 평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평가 지침이 존재하나 연구자에 따라 지침의 활용도에 차

이가 있어 평가의 적정성과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마지막으

로 정책 사업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평가 결과의 정책 환류 과정에서 실

제 반영 여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예를 들어 사업의 축소 또는 

확대 결정에도 불구하고 환류 과정에서 반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

침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 결과가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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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범사업 성과 평가

시범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통상 시범사업은 정책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소규모로 우선

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시범사업은 본사업의 추진·확대에 대

한 가치판단의 근거 및 본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제언을 제

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여러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에서 최근 5년간 추진된 시범사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사업 건수는 40건, 재정지출 규모는 2,300억 원

이다. 이는 신규 사업 예산의 3.5%를 차지한다. 시범사업의 운영 기간은 

5개월부터 3년까지 다양하나 대부분 1년 이내의 기간에 100억 미만의 

규모로 진행된다. 

〈표 2-3〉 시범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

부처
시범사업 
시작 연도

시범사업
개수

시범사업
예산(A)

신규 사업 
예산(B)

비중
(A/B)

보건복지부 2020 5(5) 12,066 144,060 8.4

2019 11(7) 50,202 402,487 12.5

2018 1(1) 8,338 1,405,075 0.6

2017 7(6) 12,055 13,692 88.0

2016 1(0) - 20,081 -

소계 25(19) 82,661 1,985,395 4.2

고용노동부 2020 1(0) - 4,896 -

2019 3(1) 70 260,563 0.0

2018 2(0) - 2,981,013 -

2017 1(0) - 49,176 -

2016 1(1) 16,281 3,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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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영욱 외(2020), 재정성과 향상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 평가 연구, p.81.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가장 활발히 수행되는 부처이다. 2020년 이

전 최근 5년 동안 수행된 40개의 시범사업 중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이 

25건으로 6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보건 정책 사업의 경우 ‘건강 수

준의 개선’과 같이 정책 목표를 명확히 수치화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존재

한다. 예를 들어 노인인지지원 사업은 노인의 인지능력 개선을 목표로 하

지만 노인의 특성상 인지능력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인

지능력 점수만을 성과지표로 이용할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과소 평가할 

수 있고, 유아기 건강 지원 사업과 같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시간

이 소요되는 사업은 성과의 즉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이영욱 외, 2020).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의 제한적인 성과 

평가 체계와도 관련된다. 현재 시범사업은 별도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

어 있지 않고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시행하는 형태이

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에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시행

된 시범사업 중 성과 평가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총 32개의 시범

사업 중 10개 정도로 1/3 정도만 검증이 가능한 성과 평가가 수행된 것으

로 집계된다(이영욱 외, 2020). 더욱이 성과 평가가 이루어졌더라도 평가

부처
시범사업 
시작 연도

시범사업
개수

시범사업
예산(A)

신규 사업 
예산(B)

비중
(A/B)

소계 8(2) 16,351 3,298,808 0.5

교육부 2020 2(2) 109,150 669,024 16.3

2019 2(2) 4,455 581,590 0.8

2018 1(1) 16,020 42,011 38.1

2017 0(0) - 17,403 0.0

2016 2(2) 822 5,148 16.0

소계 7(7) 130,447 1,315,176 9.9

총계 40(28) 229,459 6,599,379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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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정책의 수혜 집단에 한정한 정성평가 중심의 사후검사가 많아 정

책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현행 사회정책 평가제도의 한계 

앞 소절에서 살펴본 사회정책의 사전적, 사후적 평가제도는 공통의 한

계점을 공유한다. 첫 번째, 정량화하기 어려운 사회정책의 성과가 평가 

과정에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회정책의 양적 평가 방법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량화하기 어려운 사회정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부재해 사회정책의 가치와 성

과가 과소 평가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두 번째, 사회정책 수혜 집단의 적

절한 비교 대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회정책 평가 

시 정책 수혜 집단만을 대상으로 정책 수혜 전후를 비교하는 등 사회정책

의 온전한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가. 재정사업 평가 내용 및 지표의 문제: 사회적 가치의 배제  

우리나라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 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규정하고, 주

요 정책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성과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 합동평가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 이러한 노력의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가치 추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저조한 수준이다. 

재정사업의 사전적 평가인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논리만으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회정책 분야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비경제적 측면의 타당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해져 있다(한성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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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경제적 측면을 다루는 방법은 주로 

정성평가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

안은 미흡하다. 

재정사업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의 

성과를 측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

적 가치를 정량화, 화폐화하여 측정 및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김정

욱(2021)은 다양한 경제 주체를 포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면서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 및 이를 측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정욱(2021)에서 제시된 사회적 가치의 세부 평가 항목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접목되는 항목으로 사회정책 평가와

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 사업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회

적 가치는 정책 사업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제주체

가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주요 사회적 가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

음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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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사회적 가치 범주화 및 세부 평가 항목 분류

사회적 가치 세부 항목 세부 지표

안정적 고용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성
정규직 고용 및 전환

고용 지속률

고용 성장률

근로조건의 향상

임금 수준

직업교육·훈련
보수 및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형평성
사회적 약자 고용

청년의무고용달성도
내부운영의 사회적 가치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의 유지

안전한 근로환경
근로자 안전

안전교육 운영 및 이수

안전한 생활환경
생활안전

(안전사고 발생 건수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의료취약계층 지원
정보 취약계층 지원

활동지원

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

환경오염 개선
대기 및 해양 오염 개선

자원소비 절감

친환경 경영
친환경 시장 지원
친환경 인식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사회활동
지역여건 개선

상생협력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역사회협력

자료: 김정욱(2021)의 표를 참고, 수정함.  

나. 평가 비교 대상 선정의 문제점 

사회정책 평가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은 정책의 수혜 집단과 비교가 적

절한(comparable) 대응적 상황(counter-factual)을 설정하는 것이다. 

비교가 적절하지 않은 대상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경우 정책 수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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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측정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정책의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가장 이상적으로 사회정책 수혜의 온전

한 효과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 가 정책의 수혜를 받은 경우의 결과( )

와 정책의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의 결과( )를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개인이 정책의 수혜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은 상호배타적

(mutually exclusive)인 사건으로, 관측되는 정책 시행의 결과  는   

또는  의 값으로 두 값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정책 수혜와 미수혜의 

결과를 동시에 관찰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방법을 개선하

는 데 있어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문제는 다양한 평가 방법론 활용으로 이

어진다.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은 크게 실험적 방법과 비실험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실험적 방법은 마치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과 같이 무작위(random)로 정책 수혜 대상과 비수혜 대상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비실험적 방법

은 무작위적인 정책 수혜 결정이 비현실적인 제약하에서 정책 수혜 집단

과 현실적으로 가장 유사한 또는 근접한 비수혜 집단을 선택하고 이들을 

정책 수혜 집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실험적 방법을 통한 정책 평가 방법론으로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정책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을 소개한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비실험적 평가 방법으로 통제집단을 

구성하는 방식과 주로 관련되는 준실험적(quasi-experimental) 방법론

에 대해 논의하고, 실제 방법론이 활용된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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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새로운 사회정책 평가 방법: 정책 실험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은 정책의 수혜 집단이 명확하게 정의되므로, 일

단 정책이 시행되고 난 후에 예산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종료하기가 정치

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이나 시행된 이후에도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예산 낭비

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박윤수, 강창희, 김부열, 오윤섭, 이아영, 2018). 

사전적, 사후적으로 사회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사전적으로는 정책 시행 이전에 정책 수혜 대상의 반응을 예측하

기 어렵기에 정책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근원적 한계가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해 정책 수혜 집단과 비교 가능한 집단이 필요하나 많은 경우에 

적절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운 한계로 엄밀한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어

렵다.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는 사회정책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황은 기존의 사회정책 

평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검증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한다. 본 절에서는 기존의 사회정책 평가제도의 한계 보완 방안으로 실험

적 방법을 활용한 사회정책 평가 방법인 정책 실험(policy experiment)

을 소개한다. 

정책 실험이란 자연과학의 실험 설계를 응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과학

적으로 평가하는 접근법을 의미한다. 보다 엄밀히 표현하면 정책 실험은 

무작위통제실험(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적용한다. 무작위통제실험은 정책의 대상자를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에 대해서만 정책을 시행한 뒤 다른 집단과의 차

이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때 정책 시행의 대상이 된 집단을 처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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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group), 정책 미시행 집단인 비교 집단을 대조군(control 

group)이라고 한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무작위 배정을 통해 결정되므로 

정책 처치 여부를 제외하고는 두 집단의 특성은 사전적으로 동일하다. 따

라서 두 집단 사이에서 관찰되는 정책 시행 이후의 차이는 정책의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Duflo, Glennerster, & Kremer, 2007). 이에 따라 처

치군과 대조군 간의 평균 결과값의 비교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제대로 설계된 무작위통제실험 기반 평가는 추가적인 가정 없

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해 사업 평가에 있어 이상적 기준(gold stand-

ard)으로 여겨진다(Pomeranz, 2015). 

무작위통제실험은 다음의 네 단계에 따라 수행된다. 무작위통제실험의 

1단계에서는 정책 개입, 모집단, 결과 변수 등을 선택한다. 무작위통제실

험의 설계는 무작위통제실험을 통한 사전정책 평가가 성공적일 경우 시

행될 보다 큰 규모의 정책 개입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실험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구체

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시행의 계획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험 시작 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정

을 도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검정력을 얻을 수 있도록 처치군과 대조

군의 표본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표본이 클수록 두 집단의 정책 처치 이

전 사전적 특성이 비슷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정책 처치의 영향 

추정치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

은 비용이 소요되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정책 

처치를 무작위로 배정한다. 이론적으로 무작위 배정은 동전 던지기나 로

터리(lottery) 방식을 기반으로 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무작위화

(randomization) 과정을 재현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므로 통계학적 방

법을 활용한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범사업 성



32 사회정책의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틀 구축 연구

격의 정책 개입이 이루어진다. 대규모의 정책 개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소규모의 사전적 시범사업 수행이 효율적이다. 정책 개입 자체나 자료 수

집 과정 등에 있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소규모의 시범사업 단계를 통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개입이 이루어지는 동안 처치군과 대조군 

간에 정책 개입 외에 차이가 없도록 하며 대조군이 처치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Pomeranz, 2015). 또한 정책 실험 수행에 

있어 결과를 설명하고 추가적인 정책 개입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질적 데이터 수집을 수반한다(Haynes, Goldacre, & Torgerso, 

2012).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정책 결정을 강조하는 여러 선진국

에서는 정책 실험 방법을 적용한 정책 평가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1960년대 복지 제도에 대한 실험적 방법을 활용한 정책 평가가 본격적으

로 시행된 이후 교육, 노동, 보건, 복지, 농업,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무작위 배정에 기반을 둔 정책 평가가 적용되었다(이영욱 외, 

2020). 미국에서는 1988년 Family Support Act와 2002년 Education 

Science Reform Act에서 복지 및 교육 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무작

위 배정에 의한 실험적 평가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의회 차원에서 요

구한 바 있으며, 오바마 정부에서는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Team을 설치하고 여러 분야에 대한 증거 기반 정책 시행을 강조한 바 있

다(Family Support Act, 1988; Education Science Reform Act, 

2002)

우리나라에서도 증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 실험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는 “실험 결과를 근거로 신규 정책의 도입 여부·방식을 결정하는 가칭 

Policy-Lab 시범사업을 선정·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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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재정부, 2017). 오영민, 박노욱, 강희우(2015)는 시범사업 및 예비타당

성조사 등의 사전 평가나 심층 평가 등의 사후 평가에서 무작위 배정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 평가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박윤수 외

(2018), 이영욱 외(2020)에서도 사회정책 분야의 사업 타당성 검증 방안

으로 본 사업 도입 이전의 시범사업에서 실험적 방법을 적용한 정책 평가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 실험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과학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한계

도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한계는 정책 실험에서 발견된 효과가 확장된 

규모의 본사업에서 확인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직업훈련 사업 정

책 실험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3) 실험이 적절히 수행되었다는 전제하

에 직업훈련을 받은 구직자들의 취업률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는 직업훈련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이 직업훈련

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더라도 동일한 효

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담보하기는 어렵다. 취업률이 향상된 주된 이유가 

직업훈련을 받은 구직자가 그렇지 않은 자와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

리해졌기 때문이라면, 모든 구직자들이 같은 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률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반면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인력 수

요가 증가하였다면, 정책 실험에서 발견된 효과가 본사업에서도 유사하

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의 효과성을 예측·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효

과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그 효과가 발현된 경로를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정책 실험의 또 다른 한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정책의 성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영·

3) 본 예시는 박윤수 외(2018)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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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보육환경 개선 정책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선 

정책 사업의 대상이었던 아동이 성장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

한 이후까지를 관찰해야 할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사회정책의 성과를 

평가한 실제 사례를 보면, 1960년대 미국 미시건 주에서 저소득 가구 중

에서 3~4세 아동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Perry Preschool Project’라

는 정책 실험을 실시하고, 이들 아동이 27세 되기까지 추적 조사한 것이 

있다.

제3절 비실험적 정책 평가 분석 방법과 활용

완전한 통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을 바탕으로 평가가 가능한 자

연과학과 달리, 실제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정책을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영향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만을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2절에서는 정책 실험 

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정책 실험을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 정

책은 기존의 자료와 분석 방법을 이용한 사후적 평가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정책 평가의 목적은 정책 효과에 대한 타당한 평가를 생산해 정책 결정

자와 집행자, 정책의 수행자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것이

다. 정책 효과 추정 결과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또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타당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책 평가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하나의 정책이 시행될 때 영향 요인을 충분히 통제하고 정책 효과를 보다 



제2장 사회정책 평가제도 현황 35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분석 방법론의 이해와 활용은 정책 평가에 있어 

주요한 부분이 된다.

본 절에서는 사회정책 평가 분석 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준실

험적 방법론(quasi-experimental methods)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내

생성(endogeneity)의 문제는 정책의 효과 평가 시 나타나는 주요한 문제

이다. 분석에서 내생성은 다양한 이유4)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나, 사회정

책과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표본 선택(sample se-

lection)의 문제이다. 많은 경우 사회정책의 수혜는 임의적(random)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미치는 효과 평가를 고려

해 보자.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는 고령자의 소득 수준과 기능 상태를 기

준으로 서비스 수혜가 결정된다. 문제는 서비스 수급은 고령자의 자기 선

택(self-selection)의 결과라는 점이다. 건강 수준이 나쁜 저소득 고령자

일수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비스 수급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과소 추정(under-estimate)할 가능성이 있어 단

순히 서비스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비교하는 것은 내생성의 문제를 갖게 

된다. 준실험적 방법론은 이러한 표본 선택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며, 본고에서는 준실험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분석 

방법론을 소개한다. 다양한 방법론 중에서도 본고에서는 사회복지 정책 

평가에서 활용도가 높은 도구변수 추정법, 회귀단절모형과 성향점수매

칭, 이중차분법을 소개한다. 

 

  

4) 내생성이 발생하는 통상적인 주요 원인은 연립방정식 체계의 문제, 측정 오차의 문제, 표
본 선택의 문제, 공통 요소(common factor)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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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구변수 추정법(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정책 가 성과지표 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모

형을 고려해 보자. 

       

   ≠ 이라면, 즉 와 가 체계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면 

일반적인 최소자승법(OLS) 추정치는 편의를 갖게 된다. 이런 경우 도구

변수 가 필요하다. 

도구변수 추정법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성과변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

이 없지만 정책의 수혜 여부와는 관련성이 높은 변수를 매개(도구변수)로 

삼아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적절한 도구변수는 사회정책의 수혜 여

부와는 관련성이 높으나(도구 관련성), 성과변수와는 관련성을 갖지 않는 

변수이다(도구 외생성). 외생적인 도구변수가 성과변수에 대해 갖는 영향

은 오직 정책의 수혜 여부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개념적으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외생적인 도구변

수 가 성과변수 에 미치는 영향은 오직 내생적인 사회정책 참여변수 

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이때 프로그램 참여변수가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도구변수가 성과변수에 대하여 미치는 간접적 영향과 도구변수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김용성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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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구변수 추정법에 의한 사회정책의 효과( )는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에대한의간접적효과

에대한의간접적효과

 



이론적으로는 적절한 도구변수가 있다면 선택 편의를 효과적으로 배제

한 타당하고 효율적인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도구변수를 찾는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도구변수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도구

변수의 요건을 엄격히 충족시키는 외생변수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를 찾

기 위해서는 정책 변수와 관련된 제도를 잘 검토하고 법이나 규정, 정책

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우석진, 2013).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무작위적인 자연현상 또는 내생 독립변수를 결

정하는 제도적 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활용한 도구변수를 다수 사용

하고 있다. 일란성 쌍둥이 여부, 생일, 성별, 날씨 등이 도구변수로 자주 

사용되는 자연현상의 대표적인 예이다(Rosenzweig & Wolp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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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변화는 무작위 실험과 비슷한 상황을 조성하며, 이

를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선행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학급 인원의 크기

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학급 크기 결정 원

칙을 도구변수로 활용한 Angrist and Lavy(1999), 군복무 경험이 생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베트남전 징집 추첨 제도를 

도구변수로 활용한 Angrist(1990)가 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

교 입학 연령 기준 변화를 도구변수로 활용한 예가 있다(김태훈, 2011).

그러나 자연현상의 변화와 제도나 법의 변화에 의해 사회정책 참여 여

부가 외생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비록 도구변수 추정법이 

방법론에 있어서 장점이 크다 하더라도 실제 정책 효과 평가 시 필요한 

적절한 도구변수를 찾는 작업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진다.

  2.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Model)

많은 경우 사회정책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책의 수혜　여부가 결정

된다. 가령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층 등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이 외에도 빈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

지정책이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들 또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또는 가구를 정책 대상으로 한다. 

다음의 가상의 정책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자. 개인 또는 가구는 관측 

가능한 변수 -예컨대 소득 수준-를 기준으로   의 경우 정책 수혜

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책 수혜에서 제외된다. 정책 수혜를 

나타내는 변수 는 의 함수로 다음과 같은 이분적인(dichotomous) 

변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는   에서 불연속성(discontinuity)

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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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f ≥ 
  

정책 수혜자와 미수혜자를 비교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정책 참여의 기

준이 되는 관측 가능한 변수 의 값을 갖는 개인 또는 가구가 정책 수혜 

집단과 정책 미수혜 집단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분

적인 정책 참여 기준에서 특정한 값은 프로그램 참여 집단 또는 프로그

램 미참여 집단에서만 관찰된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 가 정책 수혜의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 보다 큰 경우는 정책 미참여자만 존재하며, 비

교 대상이 되는 정책 참여자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 정책의 효과를 비교,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일반적인 추정 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회귀단절모형(RD: regression discontinuity)은 정책 참여 여부의 기

준을 만족하는 처치집단과 약간의 차이로 정책 대상에서 배제된 집단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정책 참여 수혜를 결정하는 기준선 근방의 

두 집단 간 성과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정책 참여( )의 결과 는 다

음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식에서 는 정책 참여의 평균적인 성과

를 측정하는 모수로, 회귀단절모형에서는 를 추정해 정책의 효과를 확인

한다.

       　            

처치집단과 약간의 차이로 정책의 수혜에서 배제된 집단은 매우 유사

하다는 가정에 따르면, 매우 작은 값   에 대하여, 

              이 성립한다. 

즉      는    에서 연속함수가 되며,   근방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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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라는 가정에 따르면 정책 수혜자에 대한 정책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





∣




 ∣ 

  ∣


   


∣  


  


∣




이 매우 작은 0에 가까운 숫자이므로 극한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lim
→

 ∣        ∣     

  lim
→

  ∣       ∣     

lim
→

 ∣       이고 lim
→

 ∣      이므

로, 


 와 


를 각각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중  근방의 값을 값는 

관측치들에 대한 성과지표 의 평균이라고 하면 관심 추정치인 는 다음

과 같이 추정된다. 

 





회귀단절모형은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한 사회정책의 경우 특정 기준선을 적용해 정책 수혜가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그에 따라 회귀단절모형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자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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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회귀단절모형의 주요한 한계점도 있다. 회귀단절

모형의 핵심적인 가정은 정책 수혜의 기준선(threshold)을 간신히 넘은 

개인은 기준선에 간신히 미치지 못한 개인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는 기준선 주변에서 다른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일한 기준선을 기반

으로 다른 정책 개입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분석 방법

은 기준선 근방의 개인에 대해서만 정책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회귀단절모형 분석의 결과를 전체 인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인 결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 

  3. 매칭(Matching)

매칭은 선택 편의는 관찰 가능한 특성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가정하

에서 정책 수혜 집단과 통계적으로 가장 가까운 특성을 갖는 정책 미수혜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매칭하여 선택 편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Heckman, Ichimura & Todd, 1997).

다양한 매칭 방법 중에서도 성향점수매칭(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성향점수는 정책 수혜자들의 

관찰 가능한 특성이 주어졌을 때 이들이 정책에 참여할 조건부 확률을 가

리킨다. 

                 Pr    

성향점수매칭 방법은 정책 수혜 집단의 관찰 가능한 특성이 주어졌을 

때 정책 수혜 여부는 성과변수들과 독립적이고(조건부 독립성), 정책 수

혜자와 미수혜자 간 정책 수혜 확률의 분포는 공통의 영역에 존재한다(공

통영역의 가정)는 가정이 충족될 때, 정책 참여의 선택 편의가 없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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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성향점수매칭 방법은 통상적으로 성향점수를 추정하는 단계, 매칭 단

계 그리고 효과를 추정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성향점수를 추정하는 

단계에서 성향점수 매칭 방법의 성공적인 효과 추정 여부는 성향점수를 

추정하는 모형에 달려있다(김용성 외, 2007). 성향점수 추정은 정책 수혜 

집단과 비교 집단의 관찰 가능한 특성의 분포가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

복적으로 수행한다. 성향점수 추정은 대개 로짓(logit) 모형으로 추정된

다. 두 번째 단계는 매칭이다. 매칭은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각각 일대

일로 짝짓거나, 전체 표본을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분류해 유사한 성향

점수를 갖는 집단을 짝지을 수도 있다. 일대일 매칭의 경우 서로 가장 가

까운 성향점수 값을 갖는 구성원을 짝짓는 최근린 매칭(nearest-neigh-

borhood matching) 방법과, 각 집단의 성향점수가 일정한 구간에 포함

될 경우 이들을 찍짓는 caliper method가 있다. 마지막 단계는 효과 추

정으로 일대일 매칭은 각 쌍의 성과변수의 차이를 전체 표본에 대해 평균

하여 효과 추정치를 구한다. 집단 매칭의 경우는 개별 집단별로 처치집단

과 통제집단 간 성과변수의 차이를 구하고 이를 가중평균 하여 추정치를 

구한다.   

매칭 추정법은 대부분의 선택 편의가 관찰 가능한 특성에 의한 편의로 

이루어진다는 가정에 기반해(Heckman et al. 1997) 관찰 가능한 특성

에 의한 선택 편의를 통제하고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한다. 관찰 가

능한 특성만을 통제하므로 비교적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

는다. 그러나 처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는 데 있어 관찰 불가능한 특성에 

따른 편의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현실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개

인의 건강 상태와 노동시장 성과 간 관계를 예로 들어보자5). 자료에서는 

5) 본 예는 권정현(2018)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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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할 수 없지만 건강한 습관을 가진 개인의 경우 아플 가능성이 낮고 

노동시장 성과 또한 높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관찰되

지 않는 특성으로 인한 노동시장 성과 차이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건강상

태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부(negative)의 효과가 과대 추정될 수 있

다. 즉 매칭 방법은 관찰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한 편의(bias) 발생 가능성

이 남는다. 최근에는 패널 자료의 특성을 활용해 매칭된 처치군과 대조군

에 대해 이중차분 분석을 시행해 관찰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 편의 중 시간에 따라 불변인 특성에 의한 선택편의를 통제하는 방법

이 이용된다(권정현, 2018).

  4.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이중차분법은 패널 자료나 반복 횡단면 자료(repeated cross sec-

tion)와 같이 다시점에 걸쳐 관찰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며 최근 많이 사

용되는 분석 방법이다. 정책에 참여한 개인(처치집단)과 그렇지 않은 개

인(통제집단)의 정책 참여 전후 성과를 차분한 후 이를 비교해 정책 시행

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정책 참여 집단만을 대상으로 단순 참여 전후

를 비교할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발생으로 그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반면, 이중차분법은 정책 참여로 개인의 변화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도 정책 참여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이중차분법은 정책 시행이 없었더라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동일한 경로를 밟았을 것이라는 공통 추세의 가정을 충족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 개입이 없었을 상황에서 두 집단이 동일

한 경로를 밟았을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이중차

분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정책 개입이 발생하기 이전 기간 동안 처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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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통제집단이 동일한 추세를 보였고, 정책 개입 이후부터 양 집단의 

시간 추세가 나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분석 방법의 핵심 가

정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아래의 〈표2-5〉는 위에서 설명한 분석 방법론이 실제적으로 적용된 정

책 평가 사례이다. 

〈표 2-5〉 분석방법론별 적용된 정책 평가 사례

평가 방법 평가 대상 정책 자료

도구변수
추정법 

재직자 직업훈련
고석남, 김보배(2017), 도구변수방법에 
의한 재직자 직업훈련의 평가, 산업경제

연구 30(2)

장애인 유권자 투표 편의 지원
이석원 외(2020) 장애인 유권자 투표편

의 효과성 분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귀단절모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유경준 외(200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KDI

여행 바우처 사업

박상곤(2013) 관광정책 평가 방법 및 사
례발표: 여행바우처 사업의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

문집 154-197

이중차분법

누리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한국개발연구원(2007), 2007 재정사업 
심층평가보고서: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 한국개발연구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 

유경준 외(2013),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사업)의 성과 평가, KDI

성향점수매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이환웅(2021), 재정사업의 효과성 평가

에 관한 소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
업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292

직업 훈련
최충 외(2018), 직업훈련이 청년취업률 
제고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경제연구
원 경제분석 24(2)

중소기업 R&D 지원

진영현, 이선명(2019),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과성 분석 연구: 기업의 
TFP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
획평가원 연구보고서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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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론 동향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론의 동향은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살펴보기

로 한다. 

  1. 국내의 평가 방법론 동향

가. 개요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론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

회적 가치 평가에 관한 학술 연구 논문들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KCI(Korea Citation Index)에 수록된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 제목과 키워드에 ‘사회적 가치’와 ‘측정’이 같

이 포함된 학술 논문을 먼저 추출하며, 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발간된 것으로 한다.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련된 

논의는 비교적 최근이지만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 제정된 이후 사

회적 가치와 관련된 관심이 그 이후부터 나타났다고 보고, 2010년 이후

부터 최근까지의 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다. 

다만 사회적 가치의 측정에 관련된 논문 초록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한글 초록이 아니라 영문 초록을 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국내의 연구 

특징을 보는 것에서 나아가 외국의 동향과의 비교 분석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3장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론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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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텍스트 마이닝 분석

1) 기초 분석

2010년 1월 1일에서 2022년 9월 30일까지 ‘사회적 가치’와 ‘측정’이 

논문 제목이나 키워드에 포함된 논문은 970개이며, 단어 수는 6,821개

로 나타났다. 먼저 기초적 분석과정으로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해본 결

과는 아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국내 연구 논문들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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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내의 연구 논문들에서 나타난 키워드들을 빈도를 기준으로 

나타내면 아래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가장 많은 빈도는 value로

서 2,514회이며, 그다음은 factor로서 786회, effect가 778회 등의 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국내 연구들의 키워드 발생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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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픽 분석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련된 국내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분석해 봄으로써 국내 연구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를 위

해서 ‘방법론’ 키워드와 연계된 에고 네트워크(ego-network)를 별도로 

구성하여 이들에 대한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분석을 수행하였

다. 여러 번에 걸친 토픽 수 조정을 통하여 분석을 수행해 본 결과 도출된 

10개의 토픽이 연구 동향 설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10개의 토픽으로 

정리하였다. 아래 〔그림 3-2〕는 10개로 구성된 토픽들의 전체 네트워크

를 보여준다. 

〔그림 3-2〕 국내 연구 동향 10개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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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연구 동향은 10개의 토픽으

로 나타낼수 있다. 이를 다시 개별 토픽으로 분리하고 각 토픽별로 구성

되어 있는 단어들의 중요도를 링크 위에 점수로 표시하여 정리해 보면 아

래 표와 같다. 표의 하단부에 있는 PFnet(path finding network) 분석

과 cluster 분석 결과는 토픽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보조적으로 활용된

다6).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련된 국내 연구 논문들은 정부의 사회복지 정

책지원, 서비스 종사자들의 효과성 측정, 현장 조사나 설문지에서 척도 

문제, 개별활동의 기여도, 비용과 편익의 가치 평가, 평가 지표와 지수,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력, 민간 부문에서의 측정 활동, 기업의 성과의 영

향력, 대학에서의 측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다

시 대별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가치 측정의 주체

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정부와 민간 부문 그리고 대학에서의 측정에 대한 

관심 및 활용의 문제이다. 각 주체들이 연구나 활용 목적으로 사회적 가

치 측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방법론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평가지표와 지수, 비용편익의 가치 평가 등과 관련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측정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범

위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바,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력, 서비스 종사자

들에 대한 효과성 측정 등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6) PFnet 분석은 복잡한 네트워크를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뼈대만 남겨 놓은 간소한 상
태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Cluster 분석은 토픽 분석에서 산출된 토픽 간의 관계를 중

복성을 없애고 명료하게 토픽 간의 관계를 구분지어 주는 기능을 한다. 여기에 더하여, 
머신 러닝 (machine-learning) 기법 중 reduction 기능을 추가하여 분석하여 보면 요
인분석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주며, 각 요인들은 factor loading이 높은 키워드들을 알 

수 있게 하여 토픽 특성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도 이 과정을 거쳐서 
토픽들의 특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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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토픽 구성 토픽 내용 특징

토픽1

policy, system, 
government, 

support, social, 
welfare, growth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지원

토픽2

service, job, 
health, member, 

employee, 
effectiveness, 
characteristics

서비스 
종사자들의 
효과성 측정

토픽3

scale, test, 
development, 

question, 
questionnaire, 
field, support

현장조사나 
설문지에서 
척도 문제

〈표 3-2〉 국내 연구 동향 10개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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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토픽 구성 토픽 내용 특징

토픽4

activity, third, 
participation, 

exclusion, 
contribution, 
responsibility, 

outcome

개별활동의 
기여도

토픽5

cost, project, case, 
valuation, benefit, 

system, 
investment

비용과 편익의 
가치 평가

토픽6

evaluation, 
efficiency, index, 
system, indicator, 

perspective, 
assessment

평가 지표와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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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토픽 구성 토픽 내용 특징

토픽7

community, 
concept, 

importance, 
impact, 

organisation, need, 
characteristics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력

토픽8

firm, index, 
sustainability, 

business, 
responsibility, 

company, activity

민간부문에서의 
측정 활동

토픽9

enterprise, social, 
impact, company, 

performance, 
business, 

ogranisation

기업의 성과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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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토픽 구성 토픽 내용 특징

토픽1
0

program, 
university, interest, 

recognition, 
subject, 

effectiveness, 
perspective

대학에서 측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PFne
t 

분석

Clust
er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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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실적물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련된 연구 실적물에 대한 방

법론적 검토를 통해서 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실

적물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 3-3〉과 같다. 

저자 또는 
발행기관/연도

보고서 명칭 보고서 주요 내용 사용한 방법론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사회적가치연

구원/민경률 
외(2020)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 중심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pp.15-16)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 현황
이해관계자 중심 사회적 가치 
평가 및 계량적 측정 방법

설문 결과 분석

서울도시연구 
17(2) 

159-175/

김호철, 
정석(2016)

대학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따뜻한 
서울만들기’ 

프로젝트의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분석을 중심으로

대학의 사회공헌 활동이 대학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 SROI 분석

- ‘사회적 투자수익
률’ 산출

- 민감도 분석

전북발전연구원/

이강진 
외(2011)

전북 사회적 기업 

평가모델 개발: 
SROI의 적용

전라북도 사회적 기업을 

SROI를 적용하여 평가하기 
위한 방안 마련

p40. SROI의 전

라북도에 적용
-델파이 기법: 지

표 산정

- AHP 분석: 분야
별 가중치 선정

한국지식정보
기술학회 

7(6)/조영복
(2012)

사회적 기업 성과 

측정 도구로서의 
사회적 투자수익률 
방법(SROI)과 측정 

사례

SROI에 대한 역사적 전개과
정과 이론체계와 측정 과정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측정 사례연구를 통하여 측정
도구로서의 SROI 개선점 및 

향후 사회적 기업 성과 측정 
방안

p.36. SROI 측정
사례 연구

- 국내 사례
1. 변화 이론
2. 이해관계자 분

석
3. 영향력 분석

〈표 3-3〉 국내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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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또는 
발행기관/연도

보고서 명칭 보고서 주요 내용 사용한 방법론

사회적 가치와 
기업연구 / 

이용탁 
(2021)

사회적 
프랜차이징의 

사회적 가치 측정:
SROI의 적용

사회적 프랜차이징을 도입⋅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을 대
상으로 SROI를 적용하여 사
회적 프랜차이징을 통해 창출

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

-범위와 이해관계
자 설정

- 이해관계자 

논리모형 구성
- 가치 지표 선정 

및 측정

-실질적 가치와 
비용 선정

- SROI 산출

사회적 가치와 
기업연구 / 

조영복, 

신경철 
(2013)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련한 연구 동향 탐

색 및 활용 사례 연구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

는 지표를 개발

- SROI에 기반한 
VOIS 지표 및 

미국의 IRIS 표
준을 비교하여, 
새로운 개발 지

표 제시

김수영
(석사학위논문)

(2011)

마이크로크레딧 
사회적 가치에 
관한 연구: SROI 

기법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활동
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낸다
는 가정 아래 사회적 투자수

익률(SROI) 분석을 통해 그 
가능성을 검증

p.31. SROI 분석
단계
-범위 설정 및 영

향력 파악
- 지표 선정 및 데

이터 수집

- SROI 모델링 및 
산출

- 투입물 분석

- 사중 및 귀인
- 결과물의 미래가
치 예측

- SROI 계산
- 결론

김범석
(석사학위논문)

(2013)

사회적 기업의 

성과 측정에 대한 
사례 연구: SROI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가치 평가 방
법 SROI 평가 방법을 통한 

사례 분석

pp.48-49.
- SROI 계산법 비

교

-새로운 SROI 계
산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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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또는 
발행기관/연도

보고서 명칭 보고서 주요 내용 사용한 방법론

한국행정논진 

24(4), 
1037-1063/
김재홍, 

이재기(2012)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 분석: 

정부지원금의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성과 분석 방
법 제시 및 경제적·사회적 성
과지표 측정

SROI 산출방법 제시
성과지표의 결정요인을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 사회적 기업의 
성과지표 결정요
인 회귀분석

오상환
(석사학위논문)

(2014)

사회적 기업의 
창출 가치에 관한 
연구: SROI 기법을 

활용한 측정 
사례를 중심으로

SROI 기법 소개

선행 연구의 사례 기업A사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와 SROI 
계수를 선행 연구에서 측정했

던 방식과 동일한 모형으로 
재측정

p.60. 

-범위 설정 및 영
향력 파악

- 조사 대상 기업의 

일반 현황 조사
- SROI 산출
-선행 연구 비교 

및 연구결과 논의

p.68. SROI 산출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3(3)/ 
이승규, 
라준영

사회적 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 
사회투자수익률(SR

OI)

사회투자수익률(SROI) 기법 
비판적 검토
이론적으로 보완된 SROI 방

법론 제시

- 사회적 회수측정

한국환경연구원

/ 류재나, 

강형식, 
신정우, 
김호정, 

구윤모
(2016)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을 고려한 물환경 
인프라시설 투자 

방향 연구

하수처리시설, 농어촌 하수도 
보급의 물환경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 방향을 사회적 투

자수익률(SROI)을 통하여 분
석 및 제시하는 방법 연구

p.13. 

- SROI의 정의 및 
방법론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 
신정우 
(2021)

R&D 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방안 연구

사회적 가치/편익/비용 개념 

검토
R&D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
량적 연구 방법론 및 주요 결

과 검토
R&D 분야 대표 사회적 가치 
정량화 방안 마련

pp.17-19. 

- SROI 측정을 위
한 사회적 편익 
추정 방법

- SROI 측정 단계 
및 단계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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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또는 
발행기관/연도

보고서 명칭 보고서 주요 내용 사용한 방법론

지식경영연구 
21(2)/ 

조일형 
(2020)

기업의 사회적 

성과 측정과 보고: 
더블바텀라인의 
실무 적용을 위한 

탐색적 연구

기업의 사회적 성과 측정 

방법

p.11. 

- SROI 및 구분회
계방식을 적용한 
사회적 성과 측

정 체계

인적자원관리
연구 21(3)/ 

조영복, 

류정란(2014)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그 접근법과 

발전 방향의 모색: 

SROI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SROI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접근법 평
가 및 표준화를 위한 발전 

방향

p.487. 
-범위 설정과 이

해관계자 확인

- 결과물 매핑
- 결과물 증명과 

화폐화된 가치 

부여
- 영향력 산정
- SROI 산출

- 보고, 활용 및 내
재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2)/김혜란

(2012)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의 
SROI 기법에 의한 
측정: 경남지역의 

‘A 간병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기법으로 개발된 사회

적 투자수익률(SROI) 분석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사회적 기
업이 창출한 가치를 경험적으

로 측정

- 조건부가치측정

법(CVM) 방식을 
통해 무형적 가
치에 대한 지불

용의액을 추정하
여 SROI 산정에 
포함

- 민감도 분석

p.258. 

- NEF 방식에 의
한 SROI 측정

2021년 
한국산학기술

학회 춘계 
학술발표
논문집 / 

김재호(2021)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쓰이고 

있는 SVI에 대해 구성 요소를 
알아보고, SROI 등의 기존 
평가지표와 비교 분석

- 성과 측정 지표 
중 하나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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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또는 
발행기관/연도

보고서 명칭 보고서 주요 내용 사용한 방법론

한국장애인개
발원/이준우 

외(201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및 

효과성 분석 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
도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
도의 사회적 가치 비용-편익 

분석
p.104. 사회적 투자수익률
(SROI)에 의한 비용-편익 분

석

p.110.
- 측정범위설정과 

핵심 이해관계자 
확인

- 결과물 지도

- 결과물에 대한 
증거수집과 가치 
측정

- 영향력 확정
- SROI 계산
- 보고, 활용, 

내재화

윤여정
(석사학위논문) 

(2019)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아름다운가게 
사례를 중심으로

대표적 사회적 기업인 ‘아름

다운가게’의 사회·경제적 가
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
해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을 활용함

- SROI 기법 활용

p.35. 
- 분석 단계
p.66. 

- 분석 결과
p.71. 
- 2017년 아름다

운가게 미아점의 
SROI 산출표

신한금융
희망재단

(2020)

2020 
신한금융희망재단 

사회책임보고서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주요 사

업별 활동을 소개하고, 사회
적 가치 창출 활동 성과를 측
정하여 보고함

pp.18-19.
-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 신한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Shinhan 

Social Value 
Measurement 
Framework)를 

활용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외(2012)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한 자본시장 
조성 방안 연구

p.95 부록Ⅰ: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SROI) 

- SROI 측정 사례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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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의 평가 방법론 동향

가. 개요

외국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가치 평가나 측정과 관련한 동향을 파악하

기 위해서도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외국에서는 다양

한 세미나나 동영상 등을 통해서 실제 평가 및 측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회적 가치 평가 동향은 학술 논문 대신에 유

튜브의 동영상을 분석 대상으로 하되, 분석 대상 시기는 2018년 1월 1일

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비교적 최근의 외국 동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큰 것과 동영상의 경우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분석 시간이 많

이 소요된다는 점, 동시에 주요 키워드와 근접도가 높은 동영상을 활용하

면 본 연구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기간을 제한하였다. 동

영상 내용 중 ‘social value’와 ‘measurement’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비디오 내용을 추출하여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나. 텍스트 마이닝 분석

1) 기초 분석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social value’와 

‘measurement’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 내용을 검색한 결과 

156개가 추출되었다. 국내 동향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워드 클라우드 분

석을 실행한 결과는 아래 〔그림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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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외국의 유튜브 자료들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한편 외국 연구들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키워드의 빈도별 순위를 

보면 아래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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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외국 연구들의 키워드 발생 빈도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일 빈도가 높은 단어는 value로서 175

회이며, 그다음은 impact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impact 분석

을 위한 방법론적 검토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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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픽 분석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을 분석하면 학문적 관점보

다 외국 현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방법론에 관련된 주제가 무엇인지 분

석해 볼 수 있다. 외국의 동향 연구도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시 

‘measurement’와 ‘methodology’에 관련된 에고 네트워크를 재구성하

여 토픽 분석을 수행하였다. 외국 연구 동향도 10개의 토픽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 3-4〕는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련된 방법론적 동

향을 10개로 구성된 토픽의 전체 네트워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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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외국의 연구 동향 10개 토픽

위의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개의 토픽은 주로 사회적 가

치 측정에 관한 현장 적용의 방법론적 내용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토

픽의 특징을 보면, SROI를 통한 투자가치 평가의 원칙, 전문가 중심의 다

양한 세미나 등 행사, impact 중심의 프로젝트 평가, 영국을 중심으로 한 

민간기관의 평가활동 활성화, impact 중심의 이해관계자 활동에 대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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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사회적 가치법 등을 통한 기관 간 협력관계, 컨설팅회사 (Summit 

Business)들의 역할, 산출평가에 관한 다양한 세미나, 영향 측정과 경영

층의 변화, 컨설팅회사(Social Value Portal)의 사회적 가치 표준화 노

력 등을 들 수 있다. 

 

구분 토픽 구성 토픽 내용 특징

토픽1

investment, 
SROI, well-being, 

return, Social 
Value 

International, 
principle, decision

SROI를 통한 
투자 가치 

평가의 원칙

토픽2

opportunity, 
event, professor, 

president. 
member, expert, 

speaker

전문가 중심의 
행사 기회

〈표 3-5〉 외국 연구 동향 10개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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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토픽 구성 토픽 내용 특징

토픽3

impact, project, 
challenge, 

company, part, 
programme, 
perspective

영향 중심의 
프로젝트 평가

토픽4

Ben Carpenter, 
series, Executive, 

Chief, Malone, 
PfHs, Social 

Value UK

영국을 
중심으로 한 
민간기관의 
평가 활성화

토픽5

impact, datum, 
primary, 

stakeholder, tool, 
organisation, 
investment

영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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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토픽 구성 토픽 내용 특징

토픽6

Social Value Act, 
partnership, 
enterprise, 

service, relation, 
year, chartity

사회적 가치법 
등을 통한 기관 

간 협력관계

토픽7

Summit, 
Business, 

development, 
role, work, com, 

practice

컨설팅회사(Su
mmit 

Business)들의 
역할

토픽8

measure, 
outcome, e 
valuation, 
individual, 

understanding, 
webinar, case

산출평가에 
관한 다양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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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토픽 구성 토픽 내용 특징

토픽9

impact, 
information, 

www, change, 
management, 

measuring, org

영향 측정과 
경영층 변화

토픽1
0

procurement, 
benefit, Social 
Value Portal, 

project, director, 
measuring, 

National TOMs

컨설팅회사들의(
Social Value 
Portal) 사회적 
가치 표준 노력 

PFne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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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의 실적물

외국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련된 연구 실적물은 주로 정

부기관과 민간 컨설팅회사에 의해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

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실적물은 주로 영국에

서 많이 발견된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련된 주요 

연구 내용과 사용한 방법론을 간추려 보면 아래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분 토픽 구성 토픽 내용 특징

Clust
er 

분석

저자 또는 
발행기관/

연도
보고서 명칭 보고서 주요 내용 사용한 방법론

Richards, 
A. (2016)

Ffrindia’ Social 
Return on 

Investment(SROI) 

Analysis Report

Ffrindia의 분석 결과는 £2.81:1 
로, £1 의 투자로 £2.81의 가치가 

창출됨을 뜻함
Ffrindia는 모두 합쳐 2백만 
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창출함

 SROI 분석

 Theory of 
Change

 Sensit iv ity 

Analysis
 인터뷰

〈표 3-6〉 외국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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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또는 
발행기관/

연도
보고서 명칭 보고서 주요 내용 사용한 방법론

Then, V., 

Münscher
, R., 

Callegari, 

B., 
Stahlsch
midt, S., 

Wedeme
yer, L., 
Bungard, 

P., & 
Strifler, 
A.(2012). 

Creating Impact 
in Southern 
Norway: A 

Social Return 
on Investment 
Report to the 

Competence 
Development 
Fund of 

Southern 
Norway

남부 노르웨이 역량 개발 

기금(SKF)의 임팩트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SKF의 

앞으로의 전략을 제안함

 SROI 분석

 포 트 폴 리 오 
분석

 Theory of 

Change
 I m p a c t 

Dimension 

Analysis
 Social Value 

Chain

Whelan, 
G., 

Holden, 

H., 
Bockler, 
J. (2016).

A social return 

on investment 
evaluation of 
the St Helens 

Creative 
Alternatives arts 
on prescription 

programme 

SROI 분석 결과 £1당 총 £11.55 
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

Creative Alternatives 
프로그램에 참여로 사회적 관계 
형성, 새로운 기술의 학습, 정신 

건강 및 웰빙 증진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음

 SROI 분석
 문헌 조사
 참여 관찰

 WEMWBs 설
문

 비정형 텍스

트 데이터 분
석(워드 클라
우드)

Pham, 
A., & 

Kalagnan

am, S. S. 
(2020).

Prairie Hospice 
Society: Social 

Return on 

Investment 
Analysis Report

Prairie Hospice Society의 
사회적 가치 범위는 1달러당 

3.46에서 11.68달러로 측정됨

 SROI 분석

 문헌 조사
 일대일 인터
뷰

Ariss, S., 
Foster, 
A., 

Haywood
, A., 

Akparibo

, R., 
Mukuria, 

C., 

Thompso
n, J., 
Holding, 

E., 
Cooper, 
R. (2019)

Evaluation of 
the British Red 

Cross 
Community 
Connectors 

Programme 
Final Report, 
Social Return 

on Investment: 
May 2019

프로그램 분석 결과 투자 £1당 
£1.48의 가치가 되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됨

 SROI 분석

 H A C T ' s 
Social Value 
Bank 식 평

가 방법
 Wel lbe ing 
Valuation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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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또는 
발행기관/

연도
보고서 명칭 보고서 주요 내용 사용한 방법론

O’Neill, 
E. (2009).

Social Return 
on 

Investment(SROI) 
Analysis of the 
Greenlink, a 

partnership 
project 

managed by the 

Central 
Scotland Forest 
Trust(CSFT)

계산 결과 Greenlink는 £1의 

투자로 £7.63의 사회적 이익을 
보는 것으로 확인됨

 SROI 분석
 Theory of 

Change
 Sensit iv ity 
Analysis

Jones, M. 

(2012).

The Social 
Value of a 

Community-bas

ed Health 
Project Healthy 
Living Wessex 

Social Return 
on Investment 

Report

Healthy Living Wessex’s 의 
활동은 £1당 약 £5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

특이치 계산을 포함하면, HLW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는 4:1에서 

6:1 사이에 있다는 결론

 SROI 분석

 설문조사

Leathem, 

K.(2006) 

Lawnmowers 
Independent 

Theatre 
Company 
Theatre for 

Change A 
Social Return 

on 

Investment(SROI) 
Report

Lawnmowers의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러한 가치 
창출이 비용 효율적인지 확인함

Lawnmowers의 SROI 비율은 
1:4.25. 즉 프로젝트에 1파운드를 
투자하면 £4.25가 사회에 

되돌아감

 SROI 분석

 사례연구

Vieta, 

M., 
Schatz, 

N., 

Kasparia
n, G. 

(2015). 

Social Return 
on Investment 

for Good Foot 
Delivery: A 

Collaborative 

Reflection

2013년의 Good Foot 
Delivery는 $1 투자에 $3.06의 

가치를 창출함

 SROI 분석

 Theory of 
Change

 인터뷰

Hemmerl
ing, S. 
A., 

Barra, 
M., 

Restore the 
Earth 

Foundation 

Reforestation 
Social Return 

SROI 분석 결과 Tensas River 
NWR 삼림 재생에 투자된 

1달러당, $32.99의 사회적 가치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돌아감
$10,601,889에 달하는 직접 

 SROI 분석
 현장 조사
 그룹 세션

 일대일 인터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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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또는 
발행기관/

연도
보고서 명칭 보고서 주요 내용 사용한 방법론

Bienn, H. 
C. 

(2017). 

on Investment 
Report Tensas 

River National 
Wildlife Refuge

시장가치는 공동 투자자에게 탄소, 

질소, 인 배출권의 형태로 
반환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투자 
$1당 $3.21의 직접 시장 수익을 

창출함

 Theory of 
Change

 Sensit iv ity 
Analysis

Hemmerl
ing, S. 

A., 
Barra, 
M., 

Bienn, H. 
C. 

(2017). 

Restore the 

Earth 
Foundation 

Cypress 

Reforestation 
Social Return 
on Investment 

Report 
Pointe-aux-Che

nes Wildlife 

Management 
Area

SROI 분석 결과 Restore the 
Earth의 Points-aux-Chenes 

WMA 삼림 재생에 투자된 

1달러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에게 
$14.10의 사회적 가치가 돌아감
$25,664,585에 해당하는 직접 

시장가치는 Restore the Earth와 
공동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는데, 
이는 투자 $1당 1.66달러의 

수익률임

 SROI 분석

 현장 조사
 그룹 미팅
 설문조사

 일대일 인터
뷰

Bates, B., 

Yentumi-
Orofori, 

R. 

(2013).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Report

SROI 분석 결과 Nuneaton의 

Veterans Contact Point(VCP) 
서비스는 매우 효과적이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참전용사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음이 증명됨. 종합적으로는 
투자된 £1당 £15.70의 상당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

 SROI 분석
 설문조사

 Sensit iv ity 
Analysis

African 
Populati

on 
Health 

Research 

Center 
(2016)

Social Return 

on Investment 
Evaluation 

Report Maternal 

Infant and 
Young Child 

Nutrition 

Project

SROI 비율은 USD$1:USD$71로, 

MIYCN 프로젝트에 투자한 미국 
1달러당 미국 71달러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

MIYCN의 개입은 어머니와 자녀 
그리고 그 형제자매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다른 SROI 연구와 
MIYCN의 SROI 비율을 비교한 

결과 MIYCN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SROI 분석
 인터뷰
 설문조사

 Sensit iv ity 
Analysis

 STATA

Butler, 

W., 
Leathem, 

K. 

(2014). 

A Social Return 

on Investment 
Evaluation of 
three ‘Sport for 

Social Change 

Active Communities 

Network(ACN)가 투자된 £1당 £4 
이상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함
민감도 분석의 결과, 임팩트 

조정값이 적용된 결과는 £1:£2.85 

 SROI 분석

 Theory of 
Change

 VIEWS(데이

터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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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또는 
발행기관/

연도
보고서 명칭 보고서 주요 내용 사용한 방법론

Network’ 
programmes in 

London

- £1:£4.21의 범위

ACN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을 
스포츠에 참여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의 긍정적 유산을 
현실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

프로그램)

Hanafin, 
S., 

O’Dwyer, 
K., 

Creedon, 

M., & 
Mulvaney
, C. C. 

(2018). 

Social Return 
on Inverstment 

PHN-facilitated 
breastfeeding 

groups in 

Ireland

공중보건 간호사(PHN)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유수유 지원 
단체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모유수유 지원단체에 투자된 €1는 
€15.85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

 SROI 분석
 Theory of 

Change

 Sensit iv ity 
Analysis

 문헌 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Bradly J, 
Butler W, 
Leathem 

K.(2013)

A Social Return 

on 
Investment(SROI) 

analysis of 

Double Impact 
citywide 

services in 

Nottingham for 
people 

recovering from 

alcohol/drug 
dependence

Double Impact(DI)의 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고,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찾으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강조함
DI에 투자된 £1마다 £4가 조금 

넘는 사회적 가치가 되돌아옴

 SROI 분석
 Theory of 

Change

 Sensi t iv ity 
Analysis

 인터뷰

 설문조사

Weston, 
P., & 
Hong, R. 

(2013).

Talensi 

Farmer-Manage
d Natural 

Regeneration 

Project in 
Ghana Social 

Return on 

Investment 
Report

월드비전의 Talensi 
Farmer-Managed Natural 

Regeneration(FMNR) 

프로젝트는 가나의 빈곤한 반건조 
사막 지역의 가계 복지와 생계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함

월드비전 프로젝트의 SROI 비율은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서 1:6, 종료 
4년 후에 1:17, 종료 10년 후에 

1:43일 것
국제개발, 사회변화 및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타 SROI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Talensi FMNR 

 SROI 분석
 Theory of 

Change
 Sensit iv ity 
Analysis

 표적 집단 심
층 면접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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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연구 동향의 특징

먼저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국내의 연구 동향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국에서 10년 동안 이루어진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동향은 전반적으로 볼 때, 최근에 들어와서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필요성을 강조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아마도 그 이유는 ‘사회적 가치’ 자체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여 측정을 위한 시도가 잘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방

저자 또는 
발행기관/

연도
보고서 명칭 보고서 주요 내용 사용한 방법론

프로젝트는 단기 및 장기 사회적 
수익에 있어 상위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Nicol, J. 
(2011). 

Social Return 

on Investment 
Report, April 

2011

에버딘 지방정부가 서비스 수준 
협약을 통해 투자한 £1.00에 대해 
£4.50의 부가가치가 산출됨. 단, 

민감도 분석 시 이 비율은 £4.25로 
감소함

 SROI 분석
 Theory of 

Change

 Sensit iv ity 
Analysis

Courtney
, P. 

(2014).

The Local Food 

programme: A 
Social Return 
on Investment 

Approach. Final 
Report to The 

Royal Society of 

Wildlife Trusts

연구결과, Local Food에 투자한 
£1는 £7 수준의 사회 및 경제적 

산출물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됨
SROI 결과는 Local Food가 
사회적 혁신은 물론 사회적 

처방이라는 관점에서도 성공 
사례라는 것을 나타냄

 SROI 분석
 설문조사
 Theory of 

Change
 Sensit iv ity 
Analysis

Read, M. 

(2012). 

Forecast social 
return on 

investment 
report

Stanhope Hall 자산 이전 
프로젝트에 투자한 £1는 £13.06 

수준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

Stanhope Hall 자산 이전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 수익은 

Stanhope Hall이 혼캐슬과 주변 

지역을 위해 시작한 일을 초과 
달성했음을 시사함. 이는 자산 
이전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증명

 SROI 분석
 Theory of 

Change

 Sensit iv ity 
Analysis

 워크숍

 일대일 인터
뷰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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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적으로도 측정이 용이한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의 특징을 간추려 본다면, 첫째, 사회적 가치 측정의 주체와 관련되

는 것으로서, 정부와 민간부문 그리고 대학에서 측정에 대한 관심 및 활

용이 커지고 있다. 각 주체들이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해서 연구나 정책

적 활용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방법론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평가지표와 지수, 비용편익의 가치 평가 등과 관련되

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할 때 어떤 평가지표를 사용할 것

이며, 이를 지수화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문제이다. 아울러 비용편익을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측정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들

의 범위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바,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력, 서비스 종

사자들에 대한 효과성 측정 등에 특히 관련되는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

다.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

를 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 점을 많이 이슈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정부 산하 연구원, 민간연구원, 그리고 개

별 연구자들도 최근에는 SROI 방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이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각

종 보고서의 경우에도 SROI 방법의 절차 등을 다루는 사례는 많으나 실

제 사례를 두고 SROI 방법의 절차와 논리를 따르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

다. 아직은 표준화된 하나의 기법으로서 정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전

히 방법론적 쟁점을 안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외국의 연구 동향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의 경우에는 학술 

논문이 아니라 유튜브의 동영상 내용이기 때문에 국내 연구 동향과는 다

소 차원이 다를 수 있다. 유튜브는 실제 응용 사례와 많이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개의 토픽으로 분류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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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의 중분류로 묶어 볼 수 있는바, 첫째, SROI를 활용한 impact에 대

한 평가 사례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는 SROI 

기법을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를 위해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히 영향

(impact)에 대한 측정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영향은 산출(output)이나 성과(outcome)처럼 단기간 내에 나타나

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가치의 특성상 중장기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

째, 컨설팅 회사와 같은 민간기관들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세미

나 형태의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워크숍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 

소프트웨어 사용의 확산 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사

회적 가치의 측정을 위한 표준화 노력의 시도이다. 지금까지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표준화된 노력이 

아직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많은 방법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떤 

방법론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 

노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외국의 경우 각종 실

적물들은 특정 사업이 가져올 결과를 수치화하여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SROI 등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서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소프

트웨어(가령 sametrica, sinzer7))가 만들어져서 이를 활용한 측정이 많

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변화이론에(theory of 

7) Sinzer. (2017). Sinzer SROI survey applications to gather data for your project 

[영상]. Vimeo. https://vimeo.com/223312158 
Sinzer. (2017.05.). Sinzer SROI walkthrough[영상]. Vimeo. https://vimeo.com/
208831038

Sinzer. (n.d.). The Beginners Guide To Social Return On Investment. https://w
ww.sinzer.org/guides/the-beginners-guide-to-social-return-on-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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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에 기반을 두고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결

과 방법론적으로는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와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스템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의 효과가 발생하

면 그 발생한 효과 측정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효과가 후속적으로 

발생시키는 2차 효과, 3차 효과와 같은 후속 효과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

된다. 이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와도 관련이 있다. 

제2절 사회적 투자 수익의 분석 가이드라인 및 적용 사례

제2절에서는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투자 수익(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을 실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및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이드라인

SROI를 이용한 사회적 가치 측정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행하

는 과정 전반에 걸치는 지침이 필요하다. 이는 SROI 방법으로 사회적 가

치를 측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원칙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Richards(2016)는 영국의 Social Value UK에서 제기되는 기본원

칙들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7개를 제시하고 있다. 

가. 이해관계자의 포함

이는 조직이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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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적 가치의 측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자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나. 변하는 것에 대한 이해

사업 전후에 걸쳐서 무엇이 변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의 어떤 측면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합의

하기 전에 조직의 가치, 목표 및 이해관계자들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

다는 뜻이다. 이러한 것을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 이것들이 어떻게 변하

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여야 한다. 

다. 중요한 것에 대해 가치 부여

가치에 대한 화폐화(monetisation)를 이용하여 시장(market)에서 배

제된 사람들의 가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라. 구체적인 것만을 포함

활동들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수

집된 증거를 통해서 이것을 평가해야 한다. 

마. 과대 주장하지 말 것

적절한 벤치마킹 자료, 목표 및 외부의 기준을 이용하여 성과와 영향에 

대한 비교를 하여야 하며 과대 추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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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투명성

결과물들이 적절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기초를 보여주어야 하고, 이러

한 것들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되고 아울러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될 것

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 결과에 대한 증명

모든 결과물의 수치에 대한 독립적인 확인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적용 사례8)

이하에서는 실제 SROI 측정 방법에 의하여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 사

례를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SROI 측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할 사례는 영국 웨일스

의 Gwynedd 카운티(인구 11만 7400명, 2021년 기준)에서 수행된 

Ffrindia 프로젝트인데 고령자 대상의 외로움 지원 프로젝트이다

(Richards, 2016). 

가. Ffrindia 프로젝트의 성격

이 프로젝트는 영국 웨일스의 Gwynedd 카운티에서 2012년에 시작

8) 본 절의 내용은 Richards(2016). Ffrindia’ social return on investment(SROI) analysis 
report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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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16년에 종료되었으며, Big Lottery AdvantAGE 펀드에서 자금

을 지원하였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기 위한 것이며, 50세 이상 장년층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완화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 사업에 의뢰를 해온 기관은 일반의

사인 GP(General Practitioners), 사회복지 부서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

원 및 자발적 의뢰자 등 다양하다. 이 프로젝트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

여, 이들로 하여금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5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도록 하는 사업이다. Gwynedd 카운티 아래 있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는(Arfon, Dwyfor 및 Meirionnydd) 각각 풀타임으로 근

무하는 자원봉사 조정관을 두고, 이 조정관으로 하여금 의뢰받은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려는 자원봉사자의 특성, 관심도를 기준으로 하여 짝을 지

어주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Ffrindia의 자원봉사자들은 서비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외로

움, 고립감, 그리고 자신감 상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

에 대하여 Gwynedd에서는 Dr Adam Richards로 하여금 2016년도에 

이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친구 되어 주는 사업의 사회적 가치), 즉 우정

의 가치(value of friendship)를 분석하도록 의뢰하였다. 여기서 Dr 

Adam Richards는 이 프로젝트가 친구서비스를 받은 사람들, 친구서비

스를 해준 지원자들, 그리고 이 서비스와 관련된 보건 및 사회 돌봄서비

스의 총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SROI를 이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위의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 및 과정마다 수행한 분석 내용을 정리해 봄으로써 

SROI의 적용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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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 절차

연구팀은 Ffrinda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적용 절

차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사업 목적의 명료화

이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 프로젝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명료화하는 것이다. 즉 이 프로젝트는 외로

움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인 ‘외로움’(loneliness)

의 구성 요소를 구분하여 상세화하는 작업을 명료화라고 한다. 아래 그림

은 이 외로움 개념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이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및 이 사업의 산출 및 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3-5〕 외로움의 구성 요소

자료: Richards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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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로움도 정서적 외로움과 사회적 

외로움으로 구분되고, 정서적 외로움은 다시 로맨틱-정서적 외로움과, 가

족-정서적 외로움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외로움은 친구나 직장 관계와 같

이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물론 이 개념 정의에는 연구자들 간의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통설적 견해를 바탕으로 구성 요소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명료화

를 통해서 향후 이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범위 설정 및 사업의 효과

가 이러한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을 충족시켰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2) 외로움의 효과 탐색

외로움 감소라는 사업 목적이 있을 때, 이 사업이 과연 외로움과 관련

된 영향 요인을 다루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외로움을 증

가시키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성적인 외로움이 향후 심화되

면 무슨 악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즉 문제는 해당 사

업이 이러한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지 등을 파악하여 가치 평가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례연구는 

외로움을 가져오는 위험 요소 및 외로움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개인적 위험 요인 광범위한 사회적 위험 요소

건강약화 또는 감각기관 상실 대중교통의 부족

이동 부족 부적당한 물리적 환경(예: 공중화장실 등)

배우자 상실 적합하지 못한 주택

은퇴 기술 변화

남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 범죄의 공포

〈표 3-7〉 외로움의 위험 요소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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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의 목적(여기서는 외로움 

감소)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 목적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향후의 문제점들(여기서는 만성적 외로움의 잠재

적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례연구에서는 외로움에 대한 효과 탐색 절차가 이루어졌다. 

3) 변화의 사슬 개념도 설정

다음 단계는 변화의 사슬(chain of change)에 대한 개념도를 설정하

는 단계이다. 이 사례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변화의 사슬을 설정하였다. 

아래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입은 이 사업이 작동하게 하는 데 

요구되는 재정적, 비재정적 자원을 의미하며, 산출은 투입의 단기적 효과

에 대한 정량적 요약을 의미한다. 한편 성과는 산출 결과로 경험된 것으

로서, 장기적으로 의도된 것 또는 의도되지 않은 변화를 의미한다. 

개인적 위험 요인 광범위한 사회적 위험 요소

만성적 외로움의 잠재적 가능성

물리적 
건강

비만과 같은 요소들의 사망률에 미치는 효과를 초과-매일 담배 15개비 피는 

효과와 유사

고혈압 위험 증가

장애 위험 증대

정신적 
건강

인지력 감퇴 가능성 증가

치매 발병 64% 증가

우울증 증가

자살 가능성 증대

독립성 
유지

GP(일반의사) 방문자 증가, 약 복용 증가, 낙상 가능성 증가, 장기요양 가능성 증가

요양원에 일찍 들어갈 가능성

응급 서비스 이용 증가

자료: Richards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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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변화의 사슬 개념도

자료: Richards (2016: 13).

위의 〔그림 3-6〕에서 투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중간단계 공급

자, 그리고 서비스 혜택을 받는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포함된다. 산출에

는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가령, 매일 2시간씩의 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성과는 집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예시로 

포함된다. 

4) 이해관계자 파악 및 관여

  가) 이해관계자 파악

이 단계는 이해관계자들의 범위 설정 및 이해관계자들을 사례연구에 

관여시킨다. 우선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명료화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이해관계자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며, SROI 비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이기도 하다. 이 사례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의 범위 설정을 위해서 ‘구체

성’(materiality) 개념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구체성’이란 SROI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례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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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relevance와 significance에 기반을 둔다. 여기서 적절성

(relevance)이란 사업의 산출과 이해관계자들이 정말로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유의미성(significance)이란 사업으로 인한 변화가 정

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례연구에서 적용한 이해관계자들의 범위를 살펴보면 이해관계자

에 포함시켜야 할 대상자들과 제외해야 할 대상자들에 대한 구분 기준을 

이해할 수 있다. 

〈표 3-8〉 이 사업의 이해관계자 리스트 및 구체성

이해관계자
구체적 

이해관계
여부

설명

친구서비스를 받은 
사람들

예
Ffrindia 프로젝트의 주요 수혜자로서 이들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며 경험한 일부 변경 사항은 

관련성이 있고 중요함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평가 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 Ffrindia 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

예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Ffrindia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고, 서비스를 거부당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부정

적인 영향을 받아 관련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
임

서비스 대상자 평가 후 
서비스를 거부한 개인들

아니오
이러한 개인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했
으며 따라서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관

련 변경 사항을 받지 않았음

자원봉사자 예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없이는 Ffrindia의 프로젝트

는 일어날 수 없었음. 친구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산출물을 만들어냈음 

친구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돌봄인(무급, 가족 등)

아니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비록 변화를 경험할 수 있
다 하더라도 이들의 관여는 분석 범위 밖에 있음 

친구서비스를 받은 
사람들과 한집에 살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즉 

가족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친구서비스를 
받은 가족과 한집에 

살지 않은 가족들)

아니오
잠재적인 중요성은 있지만, 이들은 조사의 범위를 
벗어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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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해관계자 관여 방법

이해관계자들의 범위를 설정한 후에는 이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이 사례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회적 가치 측정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킨 바 있다. 

이해관계자
구체적 

이해관계
여부

설명

Mantell Gwynedd 
(비영리단체로서 이 

사업 시행자, 즉 대표 

위탁사업체) 

예

Mantell Gwynedd의 참여는 모든 변화를 만드는 
데 필수적임. 따라서 재정 자원과 주요 직원으로 

부터의 투입물이 포함되어야 함. 그러나 이 사업체
의 산출물이라도 이 프로젝트와 관련성이 없는 산
출물은 제외

Carers Outreach 
Gwynedd & Age 

Cymru Gwynedd and 

Môn 
(사업 수행과 관련된 
비영리단체 이름이며 

위의 대표 위탁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위탁사업체)

예

Ffrindia의 전략적 방향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프로
젝트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

임. 그러나 Mantell Gwynedd와 마찬가지로 프로
젝트와 관련성이 없는 산출물은 포함되지 않음

Gwynedd Council 
지방정부의 성인 

사회서비스 부서

예 이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지만, 친
구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산출물이나 자원봉
사자들은 이 지방정부의 보건 및 사회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함NHS 보건 
서비스(국가보건서비스)

예

부수적인 다른 고령자 
관련 자선단체

아니오
해당 지역의 타 부수적인 고령자 관련 자선단체 
(노인들에 대한 지원 자선단체들)은 미포함

중앙정부의 경제/재무부 아니오 중앙정부의 재무부 등은 미포함 

친구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이웃

아니오

일부 이웃들은 Ffrindia'의 결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즉 이웃의 안전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
음), 이것은 미포함

지역 사회 아니오
일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은 위와 유사한 변화를 느

낄 수 있지만, 그 중요성은 낮음

개인 주거용 숙박 
제공자

아니오

사업 수혜자들이 사업으로 인하여 독립적 생활을 

유지할 능력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민간 숙박시
설을 고려하지 않을 것임 

자료: Richards(20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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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이해관계자의 관여

이해관계자 규모 참여 방법

친구서비스를 
받은 사람들 

208 16명 개별면접

친구서비스를 

해준 자원봉사자 
167

9명 개별면접

5명의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Mantell 
Gwynedd

1

인터뷰는 Mantell Gwynedd의 최고 책임자 및 Ffrindia의 프

로젝트 관리자에 대하여 진행되었음. 3명의 자원봉사 코디네이
터도 인터뷰하였음

Carers 

Outreach
1 2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 주요 대표자들과 분석 및 결과에 

대해 논의했음
Age Cymru 1

사회서비스 부서 
(지방정부의)

1
Gwynedd 지방정부의 성인 사회 서비스 부서의 관리자, 두 명
의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지원 직원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NHS 부서 1
이 분석을 위해 NHS 부서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능했음
그러나 친구서비스 과정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정
보와 Mantell Gwynedd의 데이터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음

자료: Richards(2016: 21).

5) 투입 측정

  가) 친구서비스를 받은 사람들

비록 Ffriendia 사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라고 하더

라도 서비스 이용자로부터도 필요한 투입 요소들이 있다. 즉 이용자들의 시

간, 사업에 종사하려는 의지, 그리고 친구서비스를 해주려는 사람들

(befrienders)에 대한 열린 마음 등은 사업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투입 요소는 측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자발적으로 친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자의 투입 없이는 이 Ffriendia 사업은 지속될 수 없었다. 자

원봉사자들은 시간, 에너지, 노력, 동정심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것은 자

원봉사자들에 대한 기회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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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자원봉사자들이 시간을 자원 봉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고

용되어 일을 수행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

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행하는 자원봉사 업무의 전문성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차별적인 값으로 측정할 수 있겠지만, 이 사례연구에서

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처리하였다. 이 사업의 경우 2012년도에 최저

임금이 시간당 ￡6.31였으나 사업의 중간쯤인 2014년도에는 ￡6.50으

로 인상되어 평균값인 시간당 ￡6.41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였다. 평균

적으로 각 자원봉사자들은 48주 동안에 매주 대략 2시간씩 봉사했기 때

문에 Ffriendia 사업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가치 평가는 96(hours)*211

(자원봉사자 수)*￡6.4(최저임금의 평균)=￡129,841이 된다. 

  다) Mantell Gwynedd

사업 시행기관인 Mantell Gwynedd는 Big Lottery AdvantAGE 펀

드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는 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세 명의 전임 자원

봉사 조정관(Volunteer Coordinators), PM(Project Manager), 그리

고 실무자들의 봉급, 자원봉사 경비 및 고정비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

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와 실제 경비를 투입자원으로 포함시켜야 

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훈련도 필요하여(응급처치, 치

매 인식 등) 이러한 훈련에 소요된 경비도 포함시켜야 했다. 

  라) Carers Outreach Gwynedd and Mon, Age Cymru Gwynedd 

and Mon

이 기관들은 컨소시움 형태의 공동 시행기관인데,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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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운영위원회 구성원들

사회복지서비스 부서, NHS 담당부서, 자원봉사자들, 기타 사업 수행

에 관여한 자선단체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구성원 자격으

로 그들의 전문성, 지식 및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한 바 있다. 사업의 스태

프를 제외한 구성원은 15명이었으며, 8번의 회의(한 번에 2시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투입에 포함시켰다. 여기에서 자문비용은 제3부

문(third sector)의 자문료 기준인 시간당 ￡50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운

영위원회 투입은 15(명)* 8회*2(시간)*￡50=￡12,000로 적용했다.

  바) Gwynedd Council

Gwynedd 지방정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100시간의 훈련을 시행한 

바 있는데 이는 치매 인식 및 청력 문제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훈

련이었다. 시간당 단가는 ￡50로 적용하였다. 

  사) 총 투입비용

Ffrindia 프로젝트에 5년 동안 투입한 비용은 ￡1,108,841로 계산되

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10〉 Ffrindia 사업에 대한 총 투입

이해관계자 재정 투입 비재무적 투입

친구서비스를 받은 
개인당 비용 

(수혜자 208명)

친구서비스를 받은 
사람들 

N/A 시간, 에너지, 의지(£0) N/A

친구서비스를 해준 
자원봉사자들

N/A

시간, 열정, 

에너지(£129,841); 
 자원봉사자당 £615

£624

Mantell Gwynedd – 
Big Lottery를 대신하여 

£962,000
전략적 관리, 시간, 

전문성
£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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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출(output), 성과(outcome) 및 증거(evidence)

Ffrindia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산출은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에 대한 직접적인 친구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다. 5년 동안 208명이 친

구서비스를 받은 것이며 총 20,256 시간에 해당한다. 이것이 이 프로젝

트의 직접적인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자원봉사자들은 

훈련과 능력개발에 관련된 산출물을 받은 것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이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 과정에서 받은 훈련도 산출물에 포함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과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서비스 수혜자들이 이 친구서비스

를 지원받음으로써 만약 이 서비스가 없었다면 청구해야 했던 다른 법적 

서비스를 청구하지 않게 됨으로써 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기관 입장에서

는 성과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래 〈표 3-11〉은 이 사업에서 발생한 산출과 성과의 범위 및 분석에

서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에서 제외할 것인지 관련 내역을 보여줌으

로써 향후에 유사한 사업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다. 즉 이해

관계자의 범위 및 각 이해관계자별로 포함해야 할 성과의 범위와 제외되

는 성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해관계자 재정 투입 비재무적 투입

친구서비스를 받은 
개인당 비용 

(수혜자 208명)

관리

운영위원회 그룹 N/A
시간, 전문성 및 
지식(£12,000)

£58

Gwynedd 지방정부 N/A
전문성과 시간

(£5,000)
£24

합계 £962,000 £146,841 £1,108,841



92 사회정책의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틀 구축 연구

〈표 3-11〉 이해관계자들의 성과

이해관계자 산출 성과 포함/제외

친구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

일주일에 평균 
2시간의 

친구서비스를 
받음

외로움 감소
포함:개인이 경험한 핵심 결과, 

관련성이 있고 중요

관계 개선 / 새로운 

우정

포함:개인이 경험한 핵심 결과, 

관련성이 있고 중요

향상된 정신적 웰빙
포함:개인이 경험한 핵심 결과, 

관련성이 있고 중요

향상된 신체적 건강

포함–정신 건강에 대한 변화만큼 
자세히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개인이 경험하는 핵심 
결과이며 외로움을 줄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므로 

관련성이 있고 중요

다른 서비스에 대한 

참여 증가

포함:개인이 경험한 핵심 결과, 

관련성이 있고 중요

자원봉사자 친구를 
잃은 후 외로움의 

증가부정적 결과)

포함:개인이 경험한 핵심 결과, 
관련성이 있고 중요

자원봉사자 친구에 

대한 의존도 
증가(부정적 결과)

포함:개인이 경험한 핵심 결과, 
관련성이 있고 중요

자원봉사자 친구를 

잃은 후 외로움의 
증가(부정적 결과)

포함:개인이 경험한 핵심 결과, 
관련성이 있고 중요

새로운 기술 
습득/새로운 관심 

획득

제외–이러한 사례가 대단히 낮음. 
따라서 

적절성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함

친구

서비스를 
제공한 
자원

봉사자

주당 평균 

2시간의 친구 
사귀기제공

(5년 동안 총 

20,256시간)

외로움 감소
포함:자원봉사자들이 경험한 핵심 

결과, 관련성이 있고 중요

관계 개선 / 새로운 
우정

포함:자원봉사자들이 경험한 핵심 
결과, 관련성이 있고 중요

정신 건강 개선
포함:자원봉사자들이 경험한 핵심 

결과, 관련성이 있고 중요

다른 서비스에 대한 

참여 증가

포함:자원봉사자들이 경험한 핵심 

결과, 관련성이 있고 중요

고용 가능성 향상
제외- 이러한 사례가 대단히 낮음. 
따라서 적절성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함

고용 확보
제외–이러한 사례가 대단히 낮음. 
따라서 적절성 테스트에 통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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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과로 제시된 항목들은 주관적

이며 정서적인 것이어서 수치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이해관계자 산출 성과 포함/제외

못함

교육 또는 훈련에 

들어감

제외-이러한 사례가 대단히 낮음. 
따라서 적절성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함

유용하다는 느낌 

증가

포함–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경험한 핵심 결과이며 관련성이 

있고 중요함

죄책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포함–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경험한 핵심 결과이며 관련성이 

있고 중요함

개인이 사망하면 
사별의 부정적 감정

포함–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경험한 핵심 결과이며 관련성이 

있고 중요함

Mantell 

Gwynedd
; Carers 
Outreach 

Gwynedd 
& Môn; 
Age 

Cymru 
Gwynedd 
& Môn

(기관명)

5년간 

208명에게 약 
96시간의 
친구서비스가 

제공되었음

조직의 평판 
향상되었음

Gwynedd의 가시성 

향상되었음
직원의 적극성/사기 
향상되었음

Mantell Gwynedd와 다른 주요 
파트너에게 모든 결과는 중요하지 

않음. 

사회 
서비스 및 
NHS 부서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 

감소

개인 및 
자원봉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잠재적 비용 

감소

포함됨 – 개인이 구체적 변화의 

결과로서 중요한 결과이며 
관련성이 있고 중요함

개인과의 관계 
개선(더 나은 지원 

가능)

제외됨 - 이러한 사례가 대단히 
낮음. 

Gwynedd 
지방정부

100시간의 무료 
교육 제공

Ffrindia’와 관련된 
다른 조직과의 관계 

개선

제외됨 – 이것은 Ffrindia’ 
프로젝트와 관련된 변화가 아님. 

자료: Richards(2016: 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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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기존에 다

른 연구자들이 수행한 설문지를 이용하고 있다. 가령 친구서비스를 제공

받은 사람들의 외로움 감소 항목에 대한 수치화를 위해서는 De Jong 

Gieveld가 개발한 설문지에 의한 척도에서 만들어진 가격표를 활용하고 

있다9). 이와 같이 성과물의 가치 평가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구성된 척도

가 포함된 설문지를 만들고, 이 설문지를 사업 시행 전에 대상자들에게 

측정하고, 사업 후에 다시 측정하여 그 차이를 확인한 후 차이에 대한 값

을 평가하여 가치화하고 있다. 이 사례연구에서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7) 가치와 영향의 화폐화

가치의 화폐화는 무형적인 성과(outcome)에 대해 가치를 할당하는 것

이며 여러 가지 소스로부터 올 수 있다. 

8) 최종 SROI 결과

이 사업의 핵심은 매주 2시간씩 자원봉사자들이 50세 이상의 사람들 

중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을 방문하여 친구 역할을 해주는 사업이 어느 정

도의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비록 매주 2시간씩의 

방문이지만 친구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큰 효과를 내는 것

9) 가령 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의 Global Value Exchange는 Impact Tool

kit을 만들어서 각 영역별로 정서적 감정적 활동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고 있다. 즉 하나
의 toolkit를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설문지에 필요한 문항을 만들어 거의 기계적으로 가치 
평가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한 software

를 만들어서 설문지와 연동시켜 활용하고 있다(https://impacttoolkit.thegiin.org/global
-value-exchange-gve-2-0/에서 2022. 5. 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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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밝혀졌다. 이해관계자별로 창출된 총 현재 가치는 아래의 〈표 3-12〉

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12〉 이해관계자별로 창출된 총 현재가치

위의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구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 가치가 전체의 34% 정도 되며 오히려 친구서비스를 제공해 

준 자원봉사자들이 가진 사회적 가치가 45%로서 더 크다는 점이 특징이

다. 이를 다시 개인당 현재가치로 환산해 보면 아래 〈표3-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해관계자 개인당 평균 가치

친구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208명) ￡5,083

친구서비스를 제공해 준 자원봉사자들(211명) ￡6,708

〈표 3-13〉 개인당 현재가치

개인당 사회적 가치로 보더라도 친구서비스를 제공해 준 자원봉사자들

이 오히려 사회적 가치를 높게 받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 가치 면에서 수

혜자보다도 제공하는 사람이 크게 받는다는 점도 향후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해관계자 Ffriendia 사업의 결과 총 가치의 비중

친구서비스를 받은 사람들 ￡1,057,319 34.0%

친구서비스를 제공해 준 자원봉사자들 ￡1,415,3667 45%

보건 및 사회적 돌봄서비스 제공자들 ￡662,1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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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감도 분석

마지막 단계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비록 양호한 결과가 나오

고 있다 하더라도 과대평가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감도 분석은 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가정들

(assumptions)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의 숫자, 지속기간(duration), 사중(deadweight), 드롭오프

(drop-off) 등을 가지고 민감도 분석을 하는 이유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이슈들이 검토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례 분석에서 수행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변수
현재 
가정 

수정된 
가정

수정된 
SROI

변화의 
비율

친구서비스를 받은 사람들; 새로운 친구를 사귄 기간 2년 기간 1년 2.65 5.7%

친구서비스를 받은 사람들; 새로운 친구를 사귄 사중 10% 사중 50% 2.59 7.8%

친구서비스를 받은 사람들;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량 141 수량 47 2.47 12.1%

친구서비스를 제공해 준 자원봉사자; 새로운 친구
를 사귄

사중 50% 사중 75% 2.62 6.8%

친구서비스를 제공해 준 자원봉사자; 새로운 친구
를 사귄

수량 192 수량 96 2.62 6.8%

친구서비스를 제공해 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감 / 더 유용하다고 느끼는 것

귀인 25% 귀인 75% 2.54 9.6%

친구서비스를 제공해 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감 / 더 유용하다고 느끼는 것
수량 200 수량 100 2.61 7.1%

보건 및 사회 돌봄 제공자; 예방된 시력 문제

(AMD)
사중 20% 사중 50% 2.73 2.8%

보건 및 사회 돌봄 제공자; 예방된 시력 문제
(AMD)

수량 84 수량 42 2.71 3.6%

보건 및 사회 돌봄 제공자; 일반적인 외로움 감소
로 인해 사람들의 GP(General Practitioer) 진료 

약속 감소

수량 159 수량 79 2.79 0.7%

〈표 3-14〉 민감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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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보면, 비록 중요 변수의 값을 약간 수정한다

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결과는 여전히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 

사업의 성과는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시사점

위의 사회적 가치 측정에 관한 분석사례를 살펴볼 때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측정 절차 및 내용은 실로 광범

위하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KDI에

서 수행하는 중앙정부 사업의 예비타당성 분석이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지방정부 사업의 예비타당성 분석과 같이, 하나의 사업에 대한 

측정 사업에도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말로 정리하면 

우리나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크고 작은 단위의 사업들을 

모두 이 같은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하

나의 지방정부에서도 사회복지 사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수백 개 사업으

로 액수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개별 단위 사업별로 

SROI 방법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사정을 감안하면 두 가지 접근방법을 택할 필요성이 있다. 하나는 

전체 대상 사업을 샘플링하여 SROI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일정 규

모 이상의 사업이나 유형별로 사업을 구분하여 대표적인 사업들만 사회

적 가치 측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하나는 위에서 수행한 SROI 

방법 대신에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

을 제시해 준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성과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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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가 사업의 성과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 사업에

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시행기

관 및 공동시행기관, 지방정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구체성

(materiality) 원칙을 적용하여 relevant해야 하고 significant해야 한

다는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즉 이해관계자들의 범위 설정 시 사업과 긴

밀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어

야 한다는 기준이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적용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의 연관성이 있는지, 의미 있는지 등은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셋째,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인 ‘외로움’의 감소와 관련하여 ‘외로움’에 

대한 학문적 정의와 다양한 학술적 논의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한

다는 점이다. 이 사례 사업의 경우, ‘외로움’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여러 

주장들을 제시하고 연구자가 재정의한 분류를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측정 대상 항목이 포함될 수도 있고 배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지향하는 목적이 다소 추상

적일 수 있다. 즉 ‘포용성’을 높인다, 또는 ‘사회적 지위’를 높인다 하는 

식의 목적일 경우, 이러한 추상적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과

정에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과정에서 측정 후 논란의 여지가 있

을 수 있다. 

넷째, 이 사례연구에서는 정서적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 설문지를 이용

하였고, 설문지에 포함된 정서적 내용은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척도에 

의한 가치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친구가 생겨서 마음이 

편안해진 경우, 이 편안해진 마음을 화폐화한 사전의 다른 연구들의 결과

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가치평가에 관

한 자료와 우리나라의 PPP(Purchasing Power Parity) 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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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적합한 수정된 값을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별도의 연구를 통

해서 다양한 정서적 항목에 대한 화폐화(monetisation)를 시도할 필요

성이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할 사항은 다음 절에서 다룰 소

프트웨어를 이용한 사회적 가치 측정의 문제이다. 설문지에 정서적 항목

을 포함시키고, 응답자들이 어떠한 항목에 응답한 경우, 이미 척도에 대

한 화폐화를 부여한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계산되도록 하

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서적 항목에 대한 화폐화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민감도 분석과 소프트웨어 활용의 중요성이다. 사업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성과의 과대 측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업의 성과에는 예측 가능한 변수 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 사업에서와 같이 민감도 분석을 다양하

게 수행해야 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여러 변수들의 복합적인 

변화를 가정하여) 그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사회적 가치 측정

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3절 SROI 방법론의 단계와 고려 사항

이번 절에서는 SROI 방법론의 일반적 절차와 각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인 절차는 위의 SROI 

사례연구를 통해서 본 바와 거의 같다. 다만 SROI 측정 수행 과정에서 가

장 어려운 단계인 성과의 화폐화 과정에서 설문지와 소프트웨어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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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다루기로 한다. 이는 향후에 우리나라도 사회적 가

치 측정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함

께 기술하였다. 

  1. SROI 방법론의 단계

SROI 측정의 단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번역서(조

영복, 류정란, 2010)가 10년 전에 이미 나온 바 있다. 이 번역서에서는 

SROI 측정 절차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후속적인 연구에서도 비슷한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조영복. 류정란(2010: 23)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

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1. 범위 설정과 핵심 이해관계자 확인

하기, 2. 결과물 매핑하기, 3. 결과물을 명시하고 가치 매기기, 4. 영향력 

확정하기, 5. SROI 산출하기, 6. 보고 및 활용, 그리고 내재화 순으로 되

어 있다. 이 절차를 따라서 SROI 측정을 시도하는 것이 순서에 부합한다

고 생각한다. 다만 이 절에서는 현실적으로 SROI를 이용하여 측정을 시

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사업에 대한 개괄적 이해

사회적 가치의 측정이나 평가를 하고자 하는 조직 혹은 평가자는 제일 

먼저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

다. 이는 측정 대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별 지식이 아니라 아주 초

보적이고 개괄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다. 아래 〔그림 3-7〕은 이러한 개

괄적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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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특정 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개념도

자료: The Social Investment Business Group (2014: 14).

위의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조직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재원을 부담하는 기관과 실제 시행하는 기관으로 나누어서 생

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개괄적으로 생각해 본다. 즉 누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인지, 단순

히 금전 지원인지, 직접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것인지 등 사업 추진에 수

반되는 활동을 검토해 본다. 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직

접적 산출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무엇인지를 검

토해 본다. 나아가서 이 산출 활동이 어떤 성과를 낳을 수 있는지, 이러한 

성과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이 단계는 

구체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단

계로 삼을 수 있다. 

나. 사업 목적의 명료화

이 단계는 추진하는 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을 명료화하는 단계

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서비스들은 사업 목적이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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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다. 사례 분석에서와 같이 가령, 고령자들의 ‘외로움’(lone-

liness)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때, 이 외로움에 대

한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으며, 외로움 유발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외로움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체계적으로 나타

낼 필요가 있다. 이때 체계적이라 함은 마치 나비효과처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상황을 유발시키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상황이 향후 가

져올 긍정적, 부정적 효과들은 무엇인지를 단계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것

을 의미한다. 이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나무와 목표나무라는 방

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1) 궁극적 목적의 명료화

궁극적 목적을 명료화한다는 말은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사례 분

석에서는 외로움 감소)에 대하여 먼저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이와 관련

된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적 내용을 확인한다는 뜻이다. 학자 간의 견해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다수설 또는 통설적 견해를 따라서 정의하는 것이 필

요하다. 

2) 문제들의 상호관계 파악: 문제나무와 목표나무의 활용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궁극적 목적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할 때 이 

목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수적 활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이러한 목적(가령 외로움 감소)과 관련하여 유발 변수가 무엇인

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발생될 결과가 무

엇인지를 연쇄적으로 나비효과처럼 연결 지을 필요가 있다. 이는 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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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방식으로 처리하면 도움이 된다. 이 방식은 국제개발협력, 즉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분야의 PDM(Project 

Design Matrix)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활용된다. 기본적으로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과 논리모형(logic model)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바, 상황을 전체적으로 인과관계 방식에 의해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

다. 아래 〔그림 3-8〕은 하천수질 악화 문제에 대해서 문제나무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 본 것이다. 

〔그림 3-8〕 문제나무의 형태

자료: 이병철. 장석원(2016). Project Design Matrix(PDM) 이론과 활용, p.85의 그림

을 일부 수정함.

위의 〔그림 3-8〕의 중간 부분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적고 아래는 이 문

제를 야기하는 직접적 원인과 그 직접적 원인의 원인이 되는 내용을 제시

한다. 한편 하천수질 악화라는 문제의 상위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나무를 작성하면, 사

회적 가치 측정 문제에 있어서 향후 성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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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이 문제나무를 기반으로 목표나무를 구성할 수 있다. 목표나무는 결국 

문제나무를 해결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나무의 구성 요소들을 대

안 형식으로 변형시켜 주면 된다. 이렇게 작성된 목표나무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이병철, 장석원, 2016: 85).

〔그림 3-9〕 목표나무의 형태

자료: 이병철. 장석원(2016). Project Design Matrix(PDM) 이론과 활용, p.85의 그림을 일부 수
정함.

위의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천수질 개선이라는 목표가 해

결되면 상위의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산출이나 성과와 관련된다. 이

런 방식으로 연결해 나가면 사회적 가치 측정의 경우에서 투입물 및 성과 

파악과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이것은 사

회적 가치 측정 과정에서의 매핑(mapping)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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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입 요소와 산출물의 확인

위의 단계를 거쳐서 다음에는 투입 요소와 산출물의 확인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는 PDM의 논리를 원용하면 좀 더 이해

하기 쉽다. 아래 〈표 3-15〉는 PDM 구성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표 3-15〉 PDM 방식에 의한 투입물 및 산출물 확인 내용

구분 정의 질문

영향 

(impacts)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프로젝트의 결과
- 본 사업이 기여하는 긍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성과 
(outcomes)

프로젝트 수행 종료 시 

나타나는 개발 
결과(대상

집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대편익을 
기술)

- 사업의 수혜자는 누구이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 최종적으로 달성할 성과는 무엇인가?
- 사업 종료 후 중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성과는 

무엇인가

산출 

(outputs)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한 직접적/가시적인 
결과물들(재화 및 용역: 
대부분 프로젝트 수행 

과정
에서 통제될 수 있는 

결과물)

- 최종적으로 달성할 결과는 무엇인가?
- 사업종료 후 즉시 기대되는 성과는 무엇인가?

- 누가 혜택을 받는가?
- 이 사업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활동 
(activities)

계획된 결과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과업(작업 프로그램). 

성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 
목록

- 수행되어야 할 중요 활동은 무엇이며,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순서는 무엇인가?

- 누가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가?
- 투입물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투입 
(inputs)

활동 수행에 필요한 
투입물

-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인적자원, 설비, 물자 등)
- 재원 부담은 누가 하는가?

- 실제 시행 주체는 누구인가?

자료: 이병철. 장석원(2016). Project Design Matrix(PDM) 이론과 활용, p. 87 일부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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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구성 요소들의 매핑(mapping)

문제나무와 목표나무 작성 그리고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하여 사업 구성 요소들 간의 매핑을 할 수 있다. 이는 시스템 다이

내믹스 방법론에서의 인과지도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하에서는  

충청북도의 사회적 기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북 사회적 기업지원 예산

을 증가시키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산출 및 성과 등의 연쇄관계를 매핑

하여 나타내 본 것이다. 물론 이 매핑 내용 중에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은 연구자가 별도로 선정해야 한다. 이는 좀 복잡한 매핑이며, 실제 

측정에서는 단순하게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3-10〕 매핑의 예시(충청북도의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주: 1) 여기서 부호는 앞의 변수가 높을수록 영향을 받는 뒤의 변수값이 올라가는 경우 화살표의 

끝이 +가 되고, 오히려 뒤의 변수값이 낮아지는 경우 화살표의 부호가 –가 된다는 의미임.

2) 매핑결과 내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측정할 수 있으나, 실제 사회적 가치 측정 과정에서는 

일부 변수들(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만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자료: 저자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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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입물과 산출물의 화폐화(monetisation)

이 단계에서는 투입물과 산출물을 화폐화하는 단계이다. 투입물은 비

교적 단순하게 화폐화가 가능하나, 산출물은 정서적인 성격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특히 어렵다. 최근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국제기구들이 

정서적 항목에 대해서도 척도를 구성하여 화폐화하고 있는 추세다. 가령 

자원봉사활동의 경우에 단순한 활동과 전문성이 필요한 활동으로 구분하

여 시간당 금전적 가치를 차별적으로 매기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정

서적 심리적 안정감이 향상되었을 때,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등 다양

한 척도를 구성하여 화폐화하고 있다. 따라서 산출물에 대한 화폐화는 직

접 연구자가 CVM(Contigent Valuation Method)과 같은 방법을 활용

하여 직접 화폐화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국제기구 등에서 미리 설정해 

둔 화폐화 결과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6) 추가적인 효과 반영

SROI 산정 과정에서 사중효과(deadweight), 귀인효과(attribution), 

대체효과(displacement), 그리고 드롭오프(drop-off) 효과에 대해서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효과를 퍼센트로 반영하여 조정하는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Focus 

Group을 활용하여 판단하게 함으로써 주관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7) 최종 SROI 산출

추가적인 효과를 반영하여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화폐화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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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난 다음에는 향후 지속 기간을 감안하여 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 SROI 비율을 계산하며 민감도 분석을 다양하게 

수행하여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 SROI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각 단계별 고려 사항

본 연구에서는 SROI 산출을 직접 하고자 하는 경우 7단계로 재구성하

여 제시해 보았다. 각 단계별로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간추려 보면 아

래와 같다. 먼저, 1단계는 사업에 대한 개괄적 이해이다. 세부 단계로 들

어가기 전에 사회적 가치 측정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 수행 조

직의 성격, 중요한 활동, 산출과 성과물의 성격 및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

표들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 사업이 전국적 사업인지, 특정 

자치단체나 특정 기관에 국한하는지에 대한 성격 파악이 필요하다. 아울

러 계속 사업인지 신규 사업인지 및 공약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2단계는 사업 목적의 명료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의 성격을 

파악한 뒤 사업 목적을 조작화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이 과정에

서는 긍정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

정적인 성과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문

제나무 분석과 목표나무 분석으로 사업의 성격을 이해하는 경우, 사업의 

연쇄 단계를 어느 단계까지 확대할 것인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3단계는 투입 요소와 산출물의 확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해관

계자들에게 산출물과 성과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어

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경우, 수혜자의 범위를 해당 실업자에게 국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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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아니면 해당 실업자로 인하여 가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감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서 성과 평가 차이는 

클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 범위는 적어도 1차적 이해관계자 및 1차적 이

해관계자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은 2차적 이해관계자도 분석 범위에 포함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단계에서는 수혜자뿐만 아

니라 공급자와 관련된 편익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4단계는 사업의 구성 요소들의 매핑과 관련된다. 사업 구성 요소들의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복잡한 맵이 될 수도 있고 간단한 맵이 

될 수도 있다. 단순화의 정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관련 

요소는 가능한 한 다차원적으로 포함시키되 실제 측정 대상이 되는 산출

이나 성과의 범위는 제한하여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 이

유는 다차원적으로 구성하여 매핑하는 경우, 사업의 전체적인 성격 및 부

정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이해를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지나치

게 단순화하는 경우 부정적 측면이 누락되어 편익이 과대 추정될 가능성

이 있다. 

5단계는 투입물과 산출물의 화폐화이다. 이 단계에서는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적, 질적 자료를 동시에 측정하게 하

여 일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기구 등에서 주관적 가치 부문을 척도 구성에 의하여 화폐화한 기존의 연

구들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별 연구자가 작은 단위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개별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대규모 사업이나 

유형별 사업에 대해 샘플링을 하여 SROI 산정을 시범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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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 자료에 기초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택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소규모 사업들의 사회적 가치 측정도 비교적 단순하고 짧은 

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서는 

후술).

6단계는 사중효과 등 추가적인 효과들의 반영이다.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효과를 반영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SROI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이 불가피하게 개입

될 수밖에 없다.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Focus Group을 구성하

고, 이 그룹의 합의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각 효과별 퍼센트를 추정해 주

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 그룹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사업의 찬성론자 

및 반대론자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7단계는 최종 SROI 산출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민감도를 분석하는 것이 포함된다. 민감도 분석 단계에서는 가

장 좋은 상황, 가장 개연성이 있는 상황,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상황 등 최

소 3개의 상황은 포함시키되 중간 상황에 포함되는 상황을 포함하여 최

소 5개 정도의 시나리오별 예측치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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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투자효과 분석 모형

고령자의 요양 및 돌봄서비스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는 노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더불어 노인장기요

양보험 및 사회적 돌봄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숙자, 

정영호, 김혜윤, 차미란, 2019). 더구나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돌봄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

면서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부담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대안 모

색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고숙자 외, 2019).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고령자의 요양 및 돌봄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65세 이

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환

을 보유하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신체활동을 지원하거

나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을 위해 

‘고령자 대상 질병예방 및 관리’, ‘치매 대응체계 강화’, ‘호스피스 활성화 

등 후기의료체계 강화’ 등에 예산을 배분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

인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가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기요

양등급 외 A, B)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과 같은 사회정책의 투자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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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가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사전적 투자

효과 평가를 통하여 해당 정책의 필요성 및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을 사전

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 모형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책이 유지되어 발생하는 재정투자를 기반으로, 새롭게 도입이 

필요한 정책 영역을 발굴하거나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정

책의 효과 분석을 통하여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노인 대상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투자가 저평가되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

고, 사회투자,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의 사

회적 투자가 저평가되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pilot study의 

일환으로 사회정책의 투자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인구 구성의 고령화가 향후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러한 상호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고령화 사회모델에 의한 

접근을 시도했다. 이 목적은 모델 내의 요소의 상호 작용뿐만 아니라 주

어진 정책이 시스템의 복잡한 인과관계 루프를 통해 시스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모델의 방법으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SD) 모델

을 사용하고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SD)는 MIT J. W. Forrester 교수에 의해 1950년 

후반에 개발된 방법이다. 로마 클럽 ‘성장 한계’에 대한 world dynam-

ics가 그 대표적인 응용 사례로 유명하다.

SD 모델의 주요 특징은

① Dynamic(동적)일 것

② 비선형

③ 정성적 등이다.

이러한 특징은 실제 시스템의 특징과 일치하며, 특히 사회 시스템에서

의 문제 해명의 방법으로서 그 유효성이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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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그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 복잡하게 섞인 인

과관계의 루프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종종 원인과 결과

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하나의 원인은 다른 원인에 의해 

증폭, 왜곡 및 흡수된 결과를 낳는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시간 지연이 발

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경우에는 시스템 내의 복잡한 인과관계의 망

을 통해 시스템의 다른 분야에 뜻밖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 내 인과관계의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과의 흐름

을 사건의 연속 계기로 추적하는 단계별 접근법이 필요하다. SD 모델의 

첫 번째 특징은 이러한 동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서로 복잡한 인과관계

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이 서로 증폭, 왜곡, 흡수라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이상 시스템의 움직임은 비선형이 될 것이다. 시스템의 한 구성 요

소에 관해서도 그 안에 지수 함수적으로 성장하려는 방향성과 반대로 그

것을 제어하려는 방향성이 함께 적용된다. 

SD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각각 양의 피드 백 루프, 부의 피드백 루프라

고 부르는, 특히 information(정보)에 의한 피드백 루프가 중시된다. 즉 

어떤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 내지 행동은 관련된 환경을 변화시키겠지만, 

그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는 다시 새로운 의사결정을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구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긍정적인 피드

백 루프이다. 이 루프만 있으면 인구는 무한한 증가를 계속하게 된다. 그

러나 반면에 인구는 특정 균형 상태에 두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인구

는 사망률이 상승하는 형태이든 출생률이 감소하는 형태이든 제어 기능

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이다.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의 기능은 시스템을 항상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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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스템은 이러한 피드백 루프의 다중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 시스

템에서의 문제 해명은 이러한 루프의 존재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SD 모델의 두 번째 특징은 이러한 비선형 형태의 움직임을 실제 시스템

에 접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SD 모델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질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

은 전통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블랙 박스로 취급되어 온 사회 

시스템 내의 여러 구성 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오히려 

인과관계 구조의 명확한 파악이 SD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데이터로 존

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적이어야 한다. SD의 유용성 중 하나

는 데이터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회 시스템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SD의 기본적 성격이 정량이 아니라 정성적 파악이

라는 것은 그 시뮬레이션에 의한 예측이 어디까지나 시스템의 구조에 대

한 예측이라는 의미이며, 그 사용의 장점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 시스템의 

변동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SD 모델의 시뮬레이션은 플로 다이어그램과 방정식을 작성하고 컴퓨

터 실행이라는 절차로 수행된다. 첫째, SD 모델은 다양한 변수들로 구성

되고 기술된다. 방정식의 설명은 시뮬레이션 언어인 DYNAMO(다이나

모), VENSIM(벤심) 등으로 수행된다.

레벨 변수는 말하자면 재고량이며, 모델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생각

하면 그 흐름이 누적되는 부분이다. 레이트 변수는 이 레벨 변수(스톡)의 

크기를 결정하는 변수이며, 레벨 변수에 들어가는 (또는 나가는) 일정 기

간의 흐름 양을 나타낸다. 말하자면 흐름의 개요이다. 모델은 이 두 변수

를 중심으로 하며, 레이트 변수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보통 많은 

보조 변수가 주어진다. 상수는 한 번의 실행 중에 일정한 값을 갖는 숫자

이며 초기 값은 모델 실행의 초기 시점에 주어진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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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형의 개념적 구조

전체 모형은 인구 구성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임팩트 방향과 그 

크기를 추정함과 동시에 주어진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란 사회의 토탈 비전으로서 전망되어야 하

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고령화 사회 모델’에서 대상으로 한 

시스템 범위는 이러한 토탈 사회 시스템이 아니다. 본 모델의 시스템 범

위는 인구 구성의 고령화에 의한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되는 

돌봄·의료 등 사회의 몇몇 서브시스템이다.

전체 사회 모델에서 당연히 내생화되어야 할 인구, 경제성장, 도시화 

등이라는 주요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1 인구 부문

2 노동 부문

3 연금 부문

4 여가 부문

5 가족 부문

6 장기요양 부문

7 의료 부문

8 노인 소득 부문

9 돌봄가족 소득 부문

10 재정 부문

모델은 기본적으로 인구 및 인구 구성의 변화가 각 섹터에 미치는 영향

의 관계와 섹터 간의 상호관계로 구성된다. 전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섹터

는 상기 2~7의 각 섹터이며, 이들 섹터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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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섹터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이들 섹터 간의 직접적인 상호관계

가 일반적으로 부족하고, 대부분은 소득 섹터, 재정 섹터를 매개로서 상

호 작용을 미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 부문과 노동 부문의 관계에서 연금액의 상승 →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의 구성비 상승 → 노인 취업자 비율의 감소라는 

관계이다. 소득 섹터는 생활 수준과 생활 수준 격차를 나타내며 경제 변

수로서 각 섹터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본 모델의 기

본 루프로서, 예를 들어 노인 복지 예산의 증대 → 조세 부담의 상승이라

는 루프를 제외하고, 재정 부담의 정도가 정책 변수를 결정하는 것과 같

은 재정으로부터의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를 포함하기는 현실적으로 복잡

하다.

SD 모델의 특성상 파라미터 추정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면서 최적의 

테이블 함수를 찾게 되며, 또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변수에 대해서

는, 그것이 설명 변수가 되고 있는 데이터 변수의 적합 정도에 의해 파라

미터 추정을 수행하게 된다.

가. 경제활동 모형

노동 부문은 청장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로 구성된다. 각각의 노동력 

인구는 인구×각층의 노동인구비율(취업자 비율)에 의해 구해지고, 이 합

계가 전체 노동력 인구가 된다.

우선 청년의 취업률은 취업률과 여성의 취업률에 따라 변화한다. 취업

률의 영향 정도는 각 시점에서 사회 진입 대상 연령자의 인구 구성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편 노인의 취업률은 공적부조 수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 노인 



제4장 Pilot Study: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119

내부의 연령 구성, 나아가 노인취업대책 등에 의해 결정된다. 공적부조의 

수준으로서 연금수급액/노인 지출을 취하고 있어 소득 동기로부터의 노

인의 취업을 설명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총 노동력수요

(외생)와 청장년 노동력의 잔차에 의해 요구되며, 수요면에서 루프를 형

성한다. 또한 노인의 취업은 그 연령적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이상으로부터 노인의 취업자 비율을 구하는 식은, 수요로부터 본 취업

자 비율에, 공적부조, 노인 인구의 노령화, 일자리 정책 요소로 구성된다.

나. 가족 모형

가족 부문에서 노인 가구는 부양 가구와의 동거 노인 가구와 독립 노인 

가구로 나눌 수 있다. 동거 인원수와 독립 인원수는 노인의 동거율(노인 

인구에서의 부양가구원과의 동거 노인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노인의 

동거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도시화, 노인의 소득 수준, 부양 의식이 작용

한다. 한편 젊은 세대 수는 젊은 인구와 젊은 세대의 평균 세대 인원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세대 인원은 자녀 수와 동거하는 노인 수

에 의해 결정된다.

다. 장기요양 또는 돌봄 필요자

이 섹터는 사회복지행정 본연의 방식에 직결하는 것으로, 그 때문에 정

책을 취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 내용 등에 변화가 생겨 재정 부담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정한 정책을 고려할 경우의 재정 부담 및 필요 서비스 

인원을 산출할 때에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떠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 

그리고 경제 상황, 가족 상태, 신체 상태를 분석하여 생활보호 대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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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 대상 노인 및 재택보호 대상 노인의 3가지로 나누고, ①은 경제

적 취약계층으로, ②는 1인 생활 또는 허약 노인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생활보호 대상 노인에 대해서는 연금과 생계급여 사이에 대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금제도가 장래 성숙하고 연금액이 생활보호비 정도로 상

승한 경우 생계수급 대상자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모형의 정책 변수로 시설보호 대상 노인에 대해서는 그 시설보호

자 수를 정책 변수로서 부여하고, 향후 노인을 위한 홈보다 오히려 재가

보호로서의 방향으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의료 모형

이 부문은 입내원 인원수와 의료비로 구성된다. 입내원 인원수란 매년 

일정 시점에 입원 및 외래 통원한 사람을 말한다. 노인 인구 내부의 고령

화 정도와 의료비의 개인 부담 비율에 따라 의료비가 달라진다. 의료비로

는 건강보험 부담을 제외한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으로 구성된다. 

마. 노인소득 모형

노인소득 부문은 노인 소득과 지출로 구성된다. 금액을 나타내는 변수

는 모두 노인 1인당으로 환산한다면, 노인의 생활 수준을 계측함과 동시

에 청장년 소득과의 상대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우선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자산소득, 연금, 자녀로부터의 사적 

이전소득을 노인의 소득 수단의 유형으로 하고, 이 합계가 총소득을 구성

한다. 노인 인구 1인당 소득액은 모두 그 소득 수단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취업 비율×취업 노인의 평균 취업 소득으로서 구성된다. 이러한 소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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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노인의 비율과 평균 소득액의 수준은 소득 상호 간 및 청장년 소득

과의 상대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관계는 공적부조 수준(연금/지출) → 자산소득자 비율, 공적부

조 수준 → 노인의 취업자 비율(노동 섹터), 노인-청장년 상대소득 → 피

부양 노인 비율 등이다.

또한 지출에 대해서는 생활비, 여가비, 의료비를 지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활비, 여가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의료비는 의료 부

문의 의료비 부담 비율과 환자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서는 지출 내용보다 지출 수준을 보는 것이 주목적이다. 전술한 

소득 수준과의 비교에서 본 지출 수준의 변화량은 취업, 가족, 돌봄 노인 

등 다른 섹터의 여러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소득 중 연금 소득 

수준과 지출 수준을 비교한 공적부조 수준(연금 소득 / 지출 수준)의 변동

은 노인 취업자 비율의 변동을 초래하지만, 공적부조 수준이 상승하면, 

즉 지출 수준에 대한 공적부조의 비율이 높아지면 취업 동기는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 재정 모형

재정 부문은 고령자와 관련된 재정부담액의 산출과 그 합계로서 재정

지출의 규모를 측정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우선 노인의 재정지출 내용으

로는 연금, 의료비, 취약노인정책, 노인일자리정책, 노인일반복지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각 섹터에서 재정 투입 산정의 근거를 구성하게 된다. 

재정 부문은 기본적으로 재정 수요의 산출이라는 기능이 중요하다. 현

실적으로 정책 실행의 이전이든 이후이든, 정책 실시 → 재정 수요의 증대

(역의 경우는 예를 들면 복지 수준의 감소) → 정책의 재검토라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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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정을 통한 정책 피드백 루프가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제한된 시스

템에서는 재정 전체의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정책의 성격에 

따라 재정의 지출 규모가 변할 수 있다. 노인 관련 예산의 규모 확대는 많

거나 적거나 조세부담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고려하여, 노인 관련 예산

/청년취업소득 총액을 통해 청장년의 조세부담이 변동하는 관계를 설정

하여 세대 간 조세부담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본 연구에서 적용한 분석 모형의 개념적 구조

앞서 제시한 모형은 고령자와 관련한 전체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

구 범위를 다소 좁혀 pilot study 형태로 시도하였다. SROI를 적용하기 

위한 분석 모형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적용하여 SROI를 산출하고

자 하였다. 

사회시스템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영향을 받으며, 다른 한편

으로 이해관계자들 간에 상호의존적 특성도 포함한다. 그래서 특정 사업

에 참여하는 공급자 및 수요자의 의사결정이 다이내믹하게 변화하기 때

문에 이러한 복잡성을 지니고 있는 사회정책의 평가를 위해서는 정책 평

가가 상호 영향의 관계 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정영호, 고숙자, 송은솔, 

2017).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마르코프 모형(markov model) 

과 같은 모델링 접근 방식은 사회정책의 정책 개입 수단을 평가하는 방법

으로 표준화되어 있지만, 복잡한 보건복지 전달 체계를 분석하기에는 충

분하지 않다(정영호 외, 2017). 다이내믹시뮬레이션 방법은 비용이나 시

간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 실험 방식보다는 사회정책 개입의 영향을 시뮬

레이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정영호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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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다이내믹스의 특성

특성 통계적 방식 시스템 다이내믹스 계량 경제학

1. 추론 방식 기존의 경험적 자료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구조 〉 파라미터 
구조 〈 파라미터 

2. 분석의 대상 
-피드백 구조를 대상

정태적 행태(점추정) 동태적 행태 유형 
관찰 가능한 객관적 

현상을 대상

3. 분석의 초점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초점

다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초점
-통합적 긴밀한 

상호작용

개발적, 상호분석

4. 분석의 목표 수치적 정확성 추구
구조적 정확성 추구 

시스템 진화과정
시스템 균형 상태

5. 정책 예측 단기적 예측 장기적 정책/예측 단기적 정책/예측

6. 정책 처방의 실현 어려움 쉬움(정책수단 발견)

자료: 김영표(2007)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20): 시스템 다이내닉스기법: 미래예측에서 정책화 측정
까지, 국토: planning and policy 312호, 117-127, 국토연구원; 정영호 외(2017). 시스템 

접근을 통한 보건의료재정 분석 및 전망. p.18 재인용함.

본 연구에서는 노인돌봄사업을 중심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크게 인구 모듈, 수요 모듈, 

공급 모듈, 사회영향 모듈이며 모듈 간의 상호 연계 속에서 노인돌봄사업

의 사회적 투자수익(SROI)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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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노인돌봄서비스 분석 모형의 개념적 구조

〈Population Module〉 〈Supply Module〉

인구구조 구성 요소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공급의 구

성 요소

- 사망확률 - 월평균 급여

- 건강 수준 - 공급인력 수

인구 변화 노인돌봄 인력 공급 전망

모형: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Use Module〉 〈SROI Module〉

돌봄서비스 이용 구성 요소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투자 구성 

요소

- 장기요양 이용 - 돌봄의 재정투자

- 장기요양 이외에 돌봄수요 - 사회적 투자수익률

돌봄서비스 이용 변화 돌봄서비스의 SROI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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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구 모듈: 사망률 전망과 인구구조 변화

  1. 자료원

인구 모듈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변수는 사망률(mortality 

rate)이다. 본 모형에 활용한 자료원은 통계청에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인 사망원인 DB의 2000년~2020년 데이터이다(국가통계포털, 

2022a). 

  2. 분석 모형: stochastic mortality modeling

사망률을 전망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형은 기본적으로 

Lee-Carter 모형(LC 모형)이다(Lee & Carter, 1992). 이 모형을 기반

으로 부분적 변형 또는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초기의 모형이 정교화된다

고 할 수 있다. 

우선 Lee-Carter 모형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og     ,     

여기서   ~ IID N(0,)

  : 각 연령에서의 사망률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망률의 패턴

  : 각 연령별 에 대한 민감도

Lee-Carter모형은 최소제곱법을 적용하여 모수들을 구하는데,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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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정식의 우변에 독립변수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최소제곱법으로 

해를 구할 수는 없다(김현식, 계봉오, 김현태, 2016). 따라서 Lee- 

Carter모형에서는 log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행평균 열벡터인 를 

제거한 후에, 남은 행렬에 비정칙분해(SVD: singular value decom-

position)의 1차 원소 혹은 Newton-Rapson 방법을 통해 와 를 추

정하게 된다(김현식 외, 2016). 이를 통하여 를 시간 t에 대해 추정하게 

된다. 연령별 인구수와 연령별 사망률을 곱한 연령별 사망자 수의 합이 

관측된 총 사망자 수와 같아지도록 를 조정한다. 그리고 는 시계열 추

정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값을 찾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계열 모형에서 

표류항을 지니는 임의보행(random walk with drift) 모형에 적합시켜 

미래의 사망률을 예측하게 된다.

      

LC모형은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연령별 사망률 변화값이 일정하다

고 가정하기 때문에 사망률의 변화 유형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

다(정영호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정영호 외(2017)의 연구 모형을 참

고하여 사망자 수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kt를 보다 조정

하는 방식을 적용하였고, 연령별 사망자 수에 푸아송 분포(Poisson dis-

tribution) 또는 이항분포(binomial distibution)를 가정하고, 사망률에 

대해 log link function을 활용하였다(정영호 외, 2017)

아래의 그림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망률에 로그를 취한 값이

다. 상단의 연한색(오렌지색)이 2000년이고, 붉은 색을 띠는 하단의 그래

프가 2020년으로 제시되어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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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연도별 로그사망률 추이

본 모형에서는 LC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확률적 사망 모형(stochastic 

mortaltiy model)을 적용하였다. 이 모형은 몇 가지 확률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선 연령별 사망자 수가 푸아송 분포(Poisson dis-

tribution) 또는 이항분포(binomial distibution)를 따르게 하였다. 

 ∼    

  ~ Binomial  

그리고 연령과 연도에 대한 효과가 예측값을 통해 고려된다.

   




사망률을 예측하기 위해서 시간변수인 
는 ARIMA 과정을 통해 예

측하게 된다. drift를 가지는 랜덤워크(Random walk)로 적합한 모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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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분석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치

ax bx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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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분석 모형의 잔차항

age year

〔그림 4-5〕 의 Random walk 결과

다. 분석 결과 

아래 그림은 사망률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2050년의 로그사망률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0세에서 사망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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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다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확률이 

증가하는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림 4-6〕 로그사망률의 예측 결과

다음 표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사망률을 전망한 결과이다. 

2025년 70세의 사망확률은 0.0113이었으나, 2030년 70세의 사망확률

은 0.0092, 2040년 70세의 사망확률은 0.0061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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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이항분포(binomial distribution)를 적용한 사망률 전망

연령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0 0.0019 0.0016 0.0013 0.0011 0.0009 0.0007 

1 0.0001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5 0.0001 0.0001 0.0000 0.0000 0.0000 0.0000 

10 0.0002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15 0.0003 0.0002 0.0002 0.0002 0.0001 0.0001 

20 0.0004 0.0003 0.0003 0.0003 0.0002 0.0002 

25 0.0005 0.0004 0.0004 0.0003 0.0003 0.0002 

30 0.0006 0.0005 0.0004 0.0004 0.0003 0.0002 

35 0.0009 0.0007 0.0006 0.0005 0.0004 0.0003 

40 0.0014 0.0011 0.0009 0.0008 0.0006 0.0005 

45 0.0021 0.0017 0.0014 0.0012 0.0010 0.0008 

50 0.0029 0.0024 0.0020 0.0016 0.0013 0.0011 

55 0.0040 0.0032 0.0026 0.0020 0.0016 0.0013 

60 0.0065 0.0052 0.0042 0.0033 0.0027 0.0022 

65 0.0113 0.0092 0.0075 0.0061 0.0050 0.0040 

70 0.0217 0.0181 0.0151 0.0126 0.0105 0.0088 

75 0.0413 0.0353 0.0302 0.0258 0.0221 0.0189 

80 0.0778 0.0688 0.0608 0.0537 0.0475 0.0419 

85 0.1333 0.1201 0.1082 0.0974 0.0877 0.0790 

90 0.2031 0.1855 0.1694 0.1548 0.1414 0.1291 

95 0.2799 0.2661 0.2530 0.2406 0.2287 0.2175 

1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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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푸아송 분포(poisson distribution)를 적용한 사망률 전망

연령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0 0.0019 0.0015 0.0012 0.0010 0.0008 0.0006 

1 0.0001 0.0001 0.0000 0.0000 0.0000 0.0000 

5 0.0001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0 0.0002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15 0.0003 0.0002 0.0002 0.0001 0.0001 0.0001 

20 0.0004 0.0003 0.0003 0.0002 0.0002 0.0002 

25 0.0005 0.0004 0.0003 0.0003 0.0002 0.0002 

30 0.0006 0.0005 0.0004 0.0003 0.0003 0.0002 

35 0.0008 0.0007 0.0005 0.0004 0.0003 0.0003 

40 0.0013 0.0011 0.0008 0.0007 0.0006 0.0004 

45 0.0020 0.0016 0.0013 0.0011 0.0009 0.0007 

50 0.0028 0.0022 0.0018 0.0015 0.0012 0.0009 

55 0.0039 0.0030 0.0023 0.0019 0.0015 0.0011 

60 0.0063 0.0049 0.0038 0.0031 0.0024 0.0019 

65 0.0110 0.0087 0.0069 0.0056 0.0045 0.0035 

70 0.0211 0.0172 0.0141 0.0118 0.0097 0.0078 

75 0.0405 0.0337 0.0284 0.0243 0.0205 0.0169 

80 0.0765 0.0663 0.0579 0.0512 0.0448 0.0385 

85 0.1315 0.1165 0.1039 0.0936 0.0836 0.0736 

90 0.2006 0.1806 0.1636 0.1495 0.1356 0.1214 

95 0.2780 0.2622 0.2481 0.2359 0.2234 0.2101 

1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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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연령별 사망률 예측 결과: 65세, 75세, 85세

  3. 인구 모듈 

인구 모듈에서는 인구를 생애주기별로 구성하고 인구의 동태적 변화를 

모형화하였다. 인구집단은 0세, 1~4세, 5~9세, ..,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의 5세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인구집단별 사망률

을 고려하여 모형화하였다.

∆   ∆ × 

여기서 POP(0) = 분석 기준연도의 인구수

            BirthRate=출산율

            DeathRate=사망률

Population= INTEGRAL(Births – Deaths, Initial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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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연령별 인구 분포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65세 이상

자료: 저자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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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모형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개요10)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전통적인 

가족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악화되면서 돌봄의 

사회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07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

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를 추진하면서 2020년에 노인맞춤돌

봄서비스로 고도화되어 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연혁

-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시행(’07.5)

-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시행(’07.6)
- 노인돌보미바우처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통합 방안 마련(’08.11)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통합 시행(’09.1)

- 가사간병서비스(노인), 취약농가가사도우미(노인), 독거노인응급안전도우미 사업 통합 시
행(’10.2)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례관리 지원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17.8)

- 6개 노인돌봄사업(돌봄기본·종합 등)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20) 

2007년부터 2019년에 수행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지자체별 수행

기관에서 생활지원사 등을 고용하여 독거노인 안부 확인 및 자원 연계 제

공 등 약 29.5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노인돌봄종합

서비스를 통하여 장기요양 등급외 A·B자 중 중위소득 160% 이하를 대상

으로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약 4.8만 명을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

하는 등, 월 27시간 또는 36시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외

10) 보건복지부(2021).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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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를 통하여 약 7천 명, 단기가사 약 1천 명, 독

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로 약 7천 명,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으로 약 

600명에게 사업을 각각 제공하였다. 

〔그림 4-10〕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현황: 2019년 기준

노인돌봄

대상자
독거노인(1) 독거노인(2)

장기요양 
등급외 AㆍB

장기요양

서비스명 ㆍ돌봄기본

ㆍ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ㆍ독거노인친구
만들기

ㆍ단기가사

ㆍ돌봄종합

ㆍ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내용

안전확인ㆍ연계 케어 연계

재원 국고 국고(바우처) 국고

대상자 독거노인 등급외 AㆍB
ㆍ 장 기 요 양

수급자,
ㆍ등급외AB

이용자 29.5만 0.9만 4.8만 0.7만

제공기관 244개 810개 2,583개 22개

수행인력 11,800명 1,643명 26,664명 44명

재정규모
(국비)

1,950억
(1,326)

65억(47)
1,540억
(1,056)

16억(8)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p.4 일부를 수정함.

그러나 사업 간 칸막이, 중복 급여 제한 등으로 돌봄의 분절화 및 사업

수행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질 저하, 노인의 돌봄 욕구 충족 미

흡 등이 지적되었다. 각 민간기관에서 수행하여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전

달 체계로 서비스 접근성, 책임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2020년부터는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의 6개 사업을 통합하여 돌봄 욕구에 적합한 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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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복지 전달 체계의 공공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기

관과 돌봄기관을 분리하여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였다. 읍·면一동 신청접

수, 대상 발굴, 서비스 제공 계획 시·군·구 승인 등 서비스 전달 체계의 공

적 개입 및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요양 전 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

한 돌봄 제공으로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 장기요양으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

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 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

만 65세 이상으로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

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다. 노인장

기요양보험 대상자인 경우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

요양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

은 불가하다.

그리고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거나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 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을 서비스 대

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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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 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을 결정하며, 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간의 범위 등이 달라진

다. 우선 중점돌봄군은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

사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돌봄군은 사회적인 관계 단

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자다. 월 16시간 미

만의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나,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은 불가하

다. 다만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사지원서비

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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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노인맞춤돌봄사업의 서비스 내용

대상자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ㆍ월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ㆍ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

스(필요시)

구분 서비스 내용

직접서비스
(방문ㆍ통원 등)

안전
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 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

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

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 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

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 ICT 안전·안부 확인

사회
참여

사회관계향상프로그램 - 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
교육

신체건강 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교육

정신건강 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
지원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생활지원연계
- 생활용품 지원
- 식료품 지원
- 후원금 지원

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개선 지원
- 주거환경개선 지원

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 지원
- 건강보조 지원

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 관리 - 집단활동
-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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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요 모형

노인돌봄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 이용자를 제외한 독거노인 또

는 저소득 고령자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장기요양 이용자

에 대한 추정과 연동하여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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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구 모형에서 산출한 65세 이상의 5세 단위별 인구수에서 장기

요양 적용자를 제외하도록 모형화하였다. 장기요양은 일반, 감경, 의료급

여, 기초수급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007,423명(등

급외 포함)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연도별 장기요양 자격별 인정신청 현황

(단위: 천 명)

2019년 2020년 2021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합계 1,113 314 800 1,183 335 848 1,281 368 914 

65세 
미만

53 31 22 55 33 23 56 33 23 

65세 
이상

1,060 282 778 1,128 303 826 1,225 334 891 

일반
　
　

합계 617 178 439 653 190 463 676 200 476 

65세 
미만

20 11 10 21 11 10 20 10 10 

65세 
이상

597 168 429 632 179 453 656 189 467 

감경

　
　

합계 285 72 213 306 78 229 367 94 273 

65세 

미만
12 7 5 12 7 5 13 7 5 

65세 

이상
274 66 208 295 71 224 354 87 268 

의료

급여
　
　

합계 14 4 10 14 4 11 15 4 11 

65세 
미만

0 0 0 0 0 0 0 0 0 

65세 
이상

14 4 10 14 4 11 15 4 11 

기초
수급

　
　

합계 197 59 138 210 64 146 223 70 153 

65세 
미만

21 14 7 23 15 8 23 15 8 

65세 
이상

176 45 131 188 50 138 199 55 145 

자료: 국민건강보험(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20~2021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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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연도별 장기요양 자격별 등급판정 현황

(단위: 명)

2019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

계 929,003 44,504 86,678 226,182 325,901 73,294 15,647 156,797

일반 482,967 22,167 41,153 109,755 157,153 37,663 8,549 106,527

감경 271,063 15,104 31,647 80,832 109,013 23,933 4,715 5,819

의료급여 11,091 483 1,046 2,661 4,020 859 152 1,870

기초수급 163,882 6,750 12,832 32,934 55,715 10,839 2,231 42,581

2020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

계 1,007,423 43,040 86,998 238,697 378,126 91,960 19,163 149,439

일반 526,412 21,517 41,984 117,762 184,491 47,398 10,525 102,735

감경 291,830 14,153 30,898 82,899 123,787 29,099 5,533 5,461

의료급여 11,845 490 1,005 2,860 4,526 1,049 182 1,733

기초수급 177,336 6,880 13,111 35,176 65,322 14,414 2,923 39,510

2021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

계 1,097,462 47,800 92,461 261,047 423,595 106,107 22,501 143,951

일반 546,954 22,506 42,109 122,237 197,103 51,607 11,790 99,602

감경 350,649 17,064 35,272 97,946 150,860 36,984 7,172 5,351

의료급여 12,460 553 1,033 3,025 4,955 1,155 185 1,554

기초수급 187,399 7,677 14,047 37,839 70,677 16,361 3,354 37,444

자료: 국민건강보험(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20~2021 원자료.

따라서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자 아닌 경우만 해당되며, 중위소득 160%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 이용자 

및 1인가구 중에서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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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출 항목 021산출식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중 전국 

가구 중위소득 160% 이하인 가구 중 서비스 이용자

�(가정) 현재의 연령별 인구대비 수혜자 분포로 증가

〈모형〉
이용자=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를 대상
      (장기요양등급외 이용자 및 65세 이상 대상자)
       ×1인가구×취약노인 수혜비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장기요양 등급외대상

자 및 1인가구 중 수혜자 비중이 70~74세의 경우 약 19.09%로 추정되

었다. 

〈표 4-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규모 추정 결과

(단위: %, 명)

인구대비
장기요양 

이용자 비중

인구대비장기요양
등급외대상자  

비중

1인가구
(명)

장기요양
등급외대상자
&1인가구 중
수혜자 비중

장기요양 
비이용자 

&1인가구 중 
수혜자 비중

65~69세 1.83 0.75 439,116 14.84 4.24 

70~74세 4.01 1.28 372,520 19.09 8.57 

75~79세 10.48 2.30 347,876 27.68 20.86 

80~84세 21.53 3.16 274,091 41.36 43.68 

85세 이상 36.57 2.91 184,136 76.35 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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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연령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전망

장기요양등급외 취약노인 취약노인(장기요양 제외)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84
세

85세

이상

자료: 저자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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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요 모형의 제한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모형을 구축할 경우 고령자의 건강 수준 또는 활

동 제한, 건강한 고령화 등을 고려함으로써 노인돌봄서비스 모형과 연계

하여 수혜자의 수요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 수준 및 기능 상태, 활동 제한의 변화, 질병 구조 변

화에 따른 돌봄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 및 돌봄수요와 공급 전

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와 같이 2020년에는 장기요양등급자의 56.4%가 치매 또는 

뇌졸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돌봄수요가 

발생하며, 질병별 사망률 특성, 발생률 특성이 모형 내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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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장기요양등급자의 주요 질병

〈2019년〉 계

치매 및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암
치매

중풍
(뇌졸중)

치매+
중풍

%

계 772,206 289,702 92,095 61,669 57.4 8,722 10,032 15,087

1등급 44,504 14,093 10,440 8,433 74.1 312 294 746

2등급 86,678 27,254 14,180 13,681 63.6 694 866 2,166

3등급 226,182 75,715 33,397 20,427 57.3 2,396 2,994 4,613

4등급 325,901 102,790 33,225 14,275 46.1 4,848 5,391 7,194

5등급 73,294 57,345 720 4,306 85.1 331 379 316

인지지원
등급

15,647 12,505 133 547 84.3 141 108 52

〈2020년〉 계 치매
중풍

(뇌졸중)
치매+
중풍

% 고혈압 당뇨병 암

계 857,984 323,271 95,354 64,871 56.4 9,699 10,879 17,555

1등급 43,040 13,317 9,945 8,070 72.8 318 277 794

2등급 86,998 27,058 13,858 13,421 62.5 712 836 2,333

3등급 238,697 79,252 33,940 21,229 56.3 2,551 3,096 5,245

4등급 378,126 117,156 36,529 16,138 44.9 5,554 6,097 8,704

5등급 91,960 71,143 904 5,299 84.1 404 453 433

인지지원
등급

19,163 15,345 178 714 84.7 160 120 46

〈2021년〉 계 치매
중풍

(뇌졸중)
치매+
중풍

% 고혈압 당뇨병 암

계 953,511 360,070 98,217 70,210 55.4 11,488 11,801 21,033

1등급 47,800 15,673 10,009 8,963 72.5 365 287 913

2등급 92,461 29,901 13,354 14,137 62.1 769 860 2,625

3등급 261,047 86,452 34,800 22,609 55.1 2,952 3,338 6,287

4등급 423,595 128,519 38,837 17,731 43.7 6,725 6,689 10,628

5등급 106,107 81,354 1,019 5,953 83.2 514 500 518

인지지원
등급

22,501 18,171 198 817 85.3 163 127 62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코호트를 이용하여 추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multi-state 분석 모형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활동 제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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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모형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그림과 같이 건강한 

사람이 활동 제한이 있게 되고, 일부는 사망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14〕 활동 제한 발생의 인과적 경로

활동 제한이 없는 상태
활동 제한 상태
(prevalence)

사망

활동 제한 발생률
(incidence)

사망률
(mortal-
ity)

기타 사인 
사망률

자료: 고숙자 외(2019).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보건의료 기술과 정책과제. p.48.

이러한 고령자의 연령별 건강 수준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투입 

요소와 수요, 공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다면 좀더 현실

적인 정책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제4절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급 모형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급 모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크게 3개 영역에서의 이해관

계자가 존재한다. 우선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노인에게 서비스

를 전달하는 서비스관리자와 생활관리사가 있으며, 사업운영 관리를 위

한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업관리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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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공급 모형

자료: 저자가 작성함.

공급 모형의 기준 연도는 2020년이다. 2020년에 사업 수행에 참여한 

독거노인 대상의 서비스관리사는 1,766명, 생활관리사는 28,125명이었

다. 1개월당 인건비는 서비스관리사의 경우 2,610천 원, 생활관리사의 

경우 1개월당 인건비를 1,330천 원을 적용하였다. 

〔그림 4-1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보미 수

구분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

2020년 1,766명 28,125명

2021년 1,953명 31,250명

2022년(예정) 1,953명 31,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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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보미 인건비(1개월당)

구분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

2020년 2,610천 원 1,330천 원

2021년 2,630천 원 1,350천 원

2022년(예정) 2,670천 원 1,423천 원

자료: 저자가 작성함.

돌보미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인구수에서 노인장기요양 이

용자 수를 차감하여 노인장기요양 비이용자 수를 산출한다. 

돌보미 수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비이용자 및 장기요양등급외 이

용자 수) × 1인가구 증가율 × 급여수급률 

    여기서,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비이용자 수 = 65세 이상 인구수 – 

노인장기요양 이용자 수

              급여수급률 = 수급자 수 대비 돌보미 수

공급 모형에서는 돌보미 유형별 인원수에 급여액을 적용하고, 급여 인

상률, 인건비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급여 지출액을 추산하였다.

〔그림 4-1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급여지출 추산

구분 산출 항목 산출식

돌보미 수
노인장기요양 
비이용자 수

�65세 이상 인구수 – 노인장기요양 이용자 수

1인가구 수 증가율 � 통계청 자료 참고

급여수급률 �(가정) 노인 인구수 대비 현행 수준

수급자 대비 돌보미 수 �(가정) 노인 인구수 대비 현행 수준

자료: 저자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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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65세 이상 1인가구 전망

가구주 연령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65~69세 439,116 752,600 843,475 790,267

70~74세 372,520 702,753 819,233 770,166

75~79세 347,876 539,387 838,628 893,401

80~84세 274,091 419,557 764,216 873,282

85~89세 137,832 290,891 471,809 755,147

90세 이상 46,304 156,155 285,956 588,430

계(65세 이상) 1,617,739 2,861,343 4,023,317 4,670,693

자료: 국가통계포털(2022b). 장래가구추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

do?vwcd=MT_ZTITLE&menuId=M_01_01에서 2022.10.20. 인출함.

〔그림 4-19〕 연령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보미 수 전망

서비스관리사 생활관리사

자료: 저자가 작성함.

제5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투자효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수혜자, 수혜자 가족, 공

급자, 관리자, 프로모터, 재원조달자로 구성된다. 수혜자는 돌봄이 필요

한 취약노인 또는 독거노인이 해당되며, 수혜자 가족은 수혜자에게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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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해야 하는 비동거 가족 또는 친인척이라 할 수 있다. 공급자는 돌

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관리사나 서비스관리사이며, 관리자와 프

로모터는 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관계자이다. 

〈표 4-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구분 내용

수혜자 돌봄이 필요한 취약(독거) 노인

수혜자 가족 수혜자의 비동거 가족 또는 친인척, 지인

공급자 돌봄서비스 제공자

관리자 돌봄서비스 사업수행자

프로모터 돌봄서비스 제공환경 제공 및 지원

재원조달자 중앙 및 시도의 재원조달자, 자원봉사기부자 등

이와 같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사업을 

통하여 아래의 표에서 제시하는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수혜자

의 경우는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하고, 정신건강, 특히 우울감 감소, 이동성 

개선, 사회활동 참여 증대, 인지활동 개선을 통한 치매예방, 영양불균형 

개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수혜자 가족의 경우에 돌봄 부담이 감

소하면서 돌봄을 대체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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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투자효과

구분 내용

수혜자

ㆍ사회적 고립감 감소
ㆍ정신건강(우울감) 개선
ㆍ이동성 개선

ㆍ사회활동 참여 증가
ㆍ인지활동 개선
ㆍ영양 불균형 개선

수혜자 가족 ㆍ돌봄부담 감소 및 경제활동 증대

공급자
ㆍ노인돌봄 전문성(생산성) 향상
ㆍ노인돌봄 업무에 대한 자신감 증대

관리자
ㆍ노인돌봄 전문성(생산성) 향상
ㆍ노인돌봄 업무에 대한 자신감 증대

프로모터
ㆍ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도 향상

ㆍ서비스 제공 관련 스킬 증대

재원조달자 ㆍ장기요양등급자로의 진입 예방에 따른 재정 소요 절감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근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투자수익률(SROI) 분석은 이러한 공공의 편익과 관련한 투자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분석 과정에서 이해관계

자들은 다른 그룹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 

2019년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에서 분석

한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효과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의 고독감 및 

우울감, 자살생각이 개선되고 사회적 관계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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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효과성

고독감
(80점 만점)

우울감
(30점 만점)

자살생각
(38점 만점)

친구 수
(명)

(도시형)

이전 57.48 11.81 15.18 0.63

이후 33.28 7.07 7.78 1.61

증감 ▼24.2 ▼4.74 ▼7.4 ▲0.98

(농어촌형)

이전 53.69 8.23 13.25 0.89

이후 52.26 6.67 7.46 2.04

증감 ▼1.13 ▼1.56 ▼5.79 ▲1.15

주: 2019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 거동불편 노인 및 독거노인 약 4.9만 명에게 일

상·가사생활 지원 등 제공.
2019년 독거노인관계활성화(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사회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0.5만 명
에게 우울감, 자살생각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80개소 수행기관).

자료: 보건복지부(2022a).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Ⅱ) p.1647 재인
용함. 

투자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대리변수의 활용이 필요하다. 

취약노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효과를 재정적 대리

변수로 환산하기 위해, 개별 성과지표에 대한 효과성 자료 분석이 수행되

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관련 삶의 질(QALY)을 측정하여 화폐화하는 

작업을 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재정적 대리 지표를 활용하여 효과를 계량

화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틀을 중심으

로 실제 적용 사례를 간단히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효과성 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보건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단위당 비용을 

매년 산출하여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평가 또는 사업의 효과 분석을 지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업의 효과성

에 대해서는 영국의 자료를 중심으로 효과 지표를 참고하였다. 다만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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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단위

당 비용을 구매력지수(Prices and purchasing power parities: PPP)

로 전환(100:76)하여 활용하였다(Unit Costs of Health and Social 

Care)11). 

우선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혜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사

회적 고립감 감소 효과로, 사업 참여자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리고 최소한 8개월 이상의 대면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하여, 왕복교

통비(3,000원)*32회를 적용하였다. 

돌봄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활동 제한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지만 돌봄

서비스를 통하여 동행서비스 등으로 활동이 개선되는 효과를 지니고 있

다. 이를 대리변수로 환산하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받는 비용으로 적용하

였다. 단위당 물리치료 비용은 건보부담금 외 비급여부담금을 합산하면 

약 12,000원에 해당되며 최소 8개월 이상, 한 달에 2회 이상 제공받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창조적이고 의미있는 사회적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2일간의 훈련 과정

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자 1인당 £130라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163천 

원에 해당하는 투자가치가 있을 것으로 적용하였다.

고령자의 인지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참여자당 £105의 가치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본 모형에서는 참여자당 132천 원의 투자효과가 있는 것으

로 하였다(Comas-Herrera & Knapp, 2016).

또한 노인돌봄서비스는 우울감 개선과 같은 정신건강문제 개선에도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감소는 노인 자살 또는 치매를 예방

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키

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7,889의 QALY가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11) L. Curtis, A. Burns, Unit Costs of Health and Social Care 2020. PS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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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Engel, Lee, Le, Lal & Mihalopoulos, 2021). 이러한 가치를 측

정하기 위해 대리 지표로 치매예방을 위한 지역센터 방문에 소요되는 일

인당 단위비용인 £59를 적용하였다(Unit Costs of Health and Social 

Care). 

돌봄서비스에는 식사 관리를 통한 영양개선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독

거노인의 경우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아 영양불균형 문제가 발생하

고 있는데, 식사관리를 통한 영양불균형 개선 사업은 노인 남성의 경우 

약 13%, 여성의 경우 약 4%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

고되고 있다(Bradly, n.d.). 식사 관리를 통하여 남녀 평균 약 7%의 건강

관련삶의 질(QALY)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NICE에서

는 QALY당 £20,000~30,000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 

£1400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본 모형에 적용하

여 노인돌봄서비스의 투자효과로 연간 1,743천 원 중에 6개월 동안 제공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자들은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서 노인을 돌

보는 역량이 향상되는 등의 전문성 및 생산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를 영국의 단위당 비용으로 £130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본 모형에도 

적용하였다(Unit Costs of Health and Social Care). 

그리고 돌봄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돌봄자는 노인성 질환이

나 노인의 특수한 상황,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역량이 증대하면서 돌봄자

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증대되며, 이러한 가치인 £50를 적용하였다

(Curtis & Bur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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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노인돌봄서비스 돌보미의 투자가치

(단위: 백만 원)

서비스관리사 생활관리사

자료: 저자가 작성함.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대부분 독거노인이므로 비동거 가

족 및 친인척의 간병 부담을 감소시키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모든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월평균소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비동거 가족 및 친인척은 취약노인을 돌보기 위해 간병 및 

가사관리를 위해 한 달에 1일은 방문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일일평균 간

병비는 20세에서 69세까지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률*평균 일일급여 

74,800만 원을 적용하였다. 

간병부담




 × × ××cos    

    
여기서

 i=0, 1, …,

   : 간병일수, cost: 일일 평균 간병비

 : 경제활동참가율 

 : 취업률,  : 일일 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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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실업률 및 월평균 급여

(단위: 백만 원)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 이상

실업률 10.7 4.0 2.8 2.8 3.5 3.6 

경제활동참가율 46.0 79.3 78.2 78.6 62.5 35.3 

월평균 

급여(정액+초과)
2.22 2.22 3.39 3.39 3.77 3.77 

연간특별금 1.74 1.74 4.42 4.42 5.18 5.18 

연간소득 11.66 34.31 38.30 35.23 18.08 10.20 

월급여 0.97 2.86 3.19 2.94 1.51 0.85 

자료: 고용노동통계(202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http://laborstat.moel.go.kr/hmp/tblInf
o/TblInfoList.do?menuId=0010001100101104&leftMenuId=0010001100101vwCd
Val=MT_ZTITLE&upListVal=118_161에서 2022. 9. 30. 인출함.

제6절 노인돌봄서비스의 SROI 모형

  1. SROI 모형

SROI는 투자 비용 대비 투자효과의 현재가치로 제시한다. 아래의 그

림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비용 대비 전체 투자효과를 SROI 비율로 나

타나도록 모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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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투자 비용

투자 비용은 중앙 및 지자체의 예산 규모로 산출하였다. 다만 2020년

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상자 발굴에 제한이 있어 실제 집행률은 

낮지만, 이는 예외적 상황으로 간주하였다.

〈표 4-13〉 예산 규모

(단위: 백만 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률

2018 194,494 - 5,361 199,860 100

2019 245,802 - - 245,802 99.9

2020 372,797 - - 372,797 80.2

2021 418,299 △5,554 - 412,745 99.7

주: 코로나19로 인한 대상자 발굴 제한으로 불용.
자료: 보건복지부(2022b). 2018~2021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3. 사회적 편익(투자효과)

앞서 살펴본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투자효과를 분

석한 결과, 수혜자 당사자의 투자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혜자의 가족, 그리고 공급자의 투자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2 사회정책의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틀 구축 연구

〔그림 4-22〕 노인돌봄서비스 투자효과

(단위: 백만 원)

수혜자 수혜자 가족 공급자

자료: 저자가 작성함.

  4. SROI 분석 결과

앞서 설명한 모형의 구성 내용과 투입변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노인맞

춤돌봄서비스의 사회적 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SROI의 투자대비 효

과의 비율이 1.621:1로 나타나 백만 원의 투자로 1.621백만 원에 해당하

는 사회적 가치(투자효과)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소결

SROI 연구의 정책 대상 및 활용 영역에 있어서 후향적 연구뿐 아니라 

전향적(또는 예측) 연구 모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돌봄서

비스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모형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사

전 연구의 성격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사회적 투자수익률

(SROI)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1.621:1로, 투자 대비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evaluative)는 후향적이며, 현재 제공하고 있는 사업의 실질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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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기반으로 한다. 예측(forecast)은 사업의 기대되는 성과와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을 예측하기 때문에 사업 설계 단계에 유용하며, 투자가 

얼마나 최대한의 영향을 만들지를 제시해 주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서 시

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게 된다면, 현재 진행

하고 있는 사업의 사회적 투자수익률뿐 아니라 향후 기대되는 사회적 가

치를 전망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준다. 사업을 수행하는 각 단계에서의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가 그리고 제공된 서비스로 얼마나 많은 가치가 부가적으로 달

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돌봄이라는 사례를 대상으로 사전 연구를 수행하여 

일부분의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고령자와 관련한 정책 

전반과 인구사회의 변화를 포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사전·사

후의 투자효과를 평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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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분석 모형의 개요

노인돌봄서비스의 간접 편익은 직접 편익으로부터 파생되는 편익에 해

당한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직접 편익은 노인돌봄 정책의 수혜자가 직접

적으로 얻게 되는 편익을 말한다. 노인돌봄 정책의 수혜자는 돌봄 대상 

노인과 예산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해당한다. 이들의 직접적 

편익은 돌봄서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금전적 편익으로 측정되며, 간접 편

익은 해당 금전적 편익으로부터 파생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돌봄 수혜 노인의 직접 편익은 돌봄서비스 이용을 통해 얻게 되는 금전

적 편익에 해당한다. 노인돌봄서비스는 국가의 예산을 통해 집행되기 때

문에 직접적으로 노인이 돌봄서비스에 지불하는 금전적 대가가 측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돌봄서비스의 직접 편익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

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원래 사회서비스 이용에 지불했어야 할 금전적 대

가에 상응하는 금전적 가치가 산정되어야 한다. 즉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회서비스에 지출되어야 할 금액을 추

가적으로 소비지출로 사용한 규모를 추산하면 해당 부분이 돌봄 수혜 노

인의 직접 편익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 수혜 노인이 그렇지 않

은 노인에 비해 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지출한 소비지출 

금액을 추정할 것이다. 이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수요측 편익에 해당한다.

돌봄서비스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해당 예

산 집행 금액이 업체의 직접 편익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예산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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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으로 이어지려면 해당 업체가 수령한 예산 중 사회적으로 사용된 금

액이어야 하며, 이는 해당 업체의 매출액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집행하는 사업체의 매출액을 추정할 예정이다. 

이는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급측 편익에 해당한다.

노인돌봄서비스에 따른 간접 편익은 수요측 편익과 공급측 편익이 사

회적으로 파급된 금전적 가치를 의미한다. 소비지출과 매출액은 국가 전

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두 최종수요증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노인돌봄서비스의 간접 편익으로 측정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매출액과 돌봄 수혜 

노인의 최종수요증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 방법의 전반적인 개요는 〈표 5-1〉과 같다.

〈표 5-1〉 분석 방법 개요

구분 내용 측정 방법

직접효과

수요측 돌봄 수혜자의 소비지출 증가
돌봄 정책 수혜 노인의 연간 

소비 증분액 추정

공급측 사업운영 사업체의 매출 증가
돌봄 정책 운영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 추정

간접효과

수요측
돌봄 수혜자 소비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
소비액 증분에 따른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

공급측
사업운영 사업체 매출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
매출액 증분에 따른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노인돌봄서비스는 크게 정부재정사업, 노인장

기요양보험사업, 국민건강보험 관련 사업으로 구분된다(최성은, 2022).

해당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재정사업의 경우 노인건강관리, 자살

예방, 치매관리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제공되는 노인돌봄서비스에 해

당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은 노인 요양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가족

요양보호사 지원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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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관련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공되는 예산이 요양병원 

급여비로 지출되므로, 해당 예산도 사실상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사업임을 알 수 있다. 2016~2020년 노인돌봄 정책 예산은 모두 65.3조 

원이며,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과 국민건강보험 예산을 더하면 56

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86%에 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제외

한 정부재정사업의 경우 단위 사업의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전체 노인 

대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편익을 추정한 후 해당 편익이 전체 노인돌봄 

사업의 편익의 일부임을 전제로 예산의 비중을 활용하여 전체 노인돌봄 

사업의 편익의 크기를 추정할 것이다.

〈표 5-2〉 노인돌봄 정책 현황

구분 내용 예산 구분
예산 금액

(2016년~2020년)

정부재정사업

노인건강관리, 
자살예방, 치매관리, 

노인 요양 시설 
운영지원,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양로시설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9.3조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요양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가족요양보호사 지원

노인장기요양사업 
예산

34.9조 원

국민건강보험
노인 건강검진 지원, 
노인건강마일리지

요양병원 급여 예산 21.1조 원

자료: 최성은(2022). 고령화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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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석 방법

가. 노인돌봄서비스의 직접 편익 추정

1) 돌봄 수혜 노인의 소비지출 증분액 추정

노인돌봄서비스에 따른 소비지출액 증분은 다음 회귀식을 통해 추정된다.







′




(식 1)

(식 1)에서 C는 노인의 월 소비지출 금액을, X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용 여부(더미변수)를, M은 노인의 연간 소득을, A는 노인의 총자산을, H

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구통계학적 특

성 변수는 응답자의 성별, 학력, 연령이다. μ는 표본 특성을, τ는 시계열 

특성을, u는 확률적 오차항을 의미한다. 하첨자 는 표본을, t는 시간을 

나타낸다. (식 1)의 계수 β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이 그

렇지 않은 노인보다 소비지출에 미치는 타 요인을 일정하게 통제한 상태

에서의 소비지출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추정치 는 장기요양보

험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통상적인 소비지출 외에 노인돌봄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음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출한 소비지출의 크기를 나

타낸다. 자료는 고용정보원의 2014~2020년 한국고령화패널 자료를 활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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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체의 매출액 추정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체의 매출액은 통계청의 2020년 서비스업 조사 

자료를 활용해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의 매출액을 추정하여 활용한

다. 현행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

시켜 숙식, 간단한 치료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해당 산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업체에 해

당한다. 현행 2020년 서비스업 조사에서는 노인 요양 복지시설운영업의 

상위 산업인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의 매출액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 수를 가중치로 활용해 노인 요양복지시설운

영업의 매출액을 추정한다.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 (식 2)

 단 
: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매출액 추정치, 

      :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 수,

      :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 수,

      :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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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인돌봄서비스의 간접 편익 분석

노인돌봄서비스의 간접 편익은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한 나

라의 국민경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그 생산과정에서 각 산

업을 원재료와 중간재의 거래 관계를 토대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

을 맺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

호연관 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 방법을 산업연관 분석이라 한

다(김재현, 정은찬, 2017).12) 산업연관 분석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산

업연관표를 통해 수행된다.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경제 내에

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

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작성한 종합적인 통계표를 말한다. 산업연관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읽을 수 있는데, 세로(행, column) 방향은 각 산업 부

문이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 즉 투입

구조를 나타낸다. 여기서 투입구조는 원재료 투입을 나타내는 중간 투입 

부문과 임금, 이윤, 간접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 비용을 나타내는 

부가가치 부문으로 구분되며, 그 합계를 총 투입액이라고 한다. 산업연관

표의 가로(열, row) 방향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

요 또는 최종수요 형태로 얼마나 팔렸는가를 나타내는 배분구조를 나타

낸다. 배분구조는 생산을 위하여 직접 투입되는 중가수요 부문과 소비재, 

자본재, 수출 등의 최종재로 판매되는 최종수요 부문으로 구분되고 그 합

계를 총수요액이라고 한다. 따라서 산업연관표에서 중간수요와 최종수요

를 총수요액이라고 하며, 여기서 수입을 빼면 총산출액이 되고, 이때 각 

산업부문의 총산출액과 이에 대응하는 총 투입액은 항상 일치한다.

12) 산업연관 분석 방법론에 대한 내용은 김재현. 정은찬. (2017), 산업연관 분석을 통한 국
방조달의 경제적 효과 연구의 내용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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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산업연관표의 행렬 구조

내생 부문 외생 부문
총 산출액

중간 수요 최종 수요 수입(공제)

내생
부문

중간
투입

 X11 ................... X1n

   ⃓                ⃓

   ⃓                ⃓

   ⃓                ⃓

   ⃓                ⃓

 Xn1 ................... Xnn

Y1

 ⃓

 ⃓

 ⃓

 ⃓

Yn

M1

 ⃓

 ⃓

 ⃓

 ⃓

Mn

X1

 ⃓

 ⃓

 ⃓

 ⃓

Xn

외생

부문

부가

가치
 V1 ................... Vn

총 투입액  X1 ................... Xn

 자료: 김재현, 정은찬(2017). 산업연관 분석을 통한 국방조달의 경제적 효과 연구. p.70. 

산업연관 분석이란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최종 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

른 생산, 부가가치, 수입, 고용 등 경제지표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을 말

한다. 산업연관표를 통해 도출 가능한 산업연관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

가가치유발효과,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등이 있다. 생산유발효과란 최종 

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른 경제 주체의 생산 증가 효과를,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최종 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산업연관표상 부가가치의 증대 효

과를 의미하며,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역시 최종 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

른 취업자 수 및 고용자 수의 변화를 말한다(김재현, 정은찬, 2017). 각 

유발효과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며, 〈표 5-3〉의 산업연관표를 행렬 연산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식 3)

단 A는 투입계수행렬, X는 총 산출액벡터, Y는 최종수요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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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식 4)

단, I는 단위행렬

(식 4)에서   가 생산유발계수이며, 이는 최종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의 크기를 나타낸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중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부가

가치를 총생산으로 나눈 행렬을 부가가치계수 행렬이라 하고 (식 5)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식 5)

단, V는 부가가치행렬

부가가치계수 행렬이 정의되면 생산유발계수 행렬에 곱하여 부가가치

유발계수 행렬을 (식 6)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식 6)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부가가치유발계수와 마찬가지로 취업

계수 또는 고용계수를 생산유발계수와 곱하여 산출하며,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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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7)   

   단, 은 취업 및 고용계수행렬

  2. 노인돌봄서비스에 따른 소비지출 및 매출 증분 효과

가. 노인돌봄서비스에 따른 소비지출 증분 추정 결과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전술하였듯이 고용정보원의 2014~2020년 고

령화패널자료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경험에 대한 응답이 있는 200명

의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자료의 기초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5-4〉 기초 통계량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월 소비지출(만 원) 200 207 146 30 820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여부
(이용=1, 비이용=0)

200 0.46 0.50 0.0 1.0 

연 소득(만 원) 198 1,051 1,132 12 6,304 

총 보유자산(만 원) 197 19,315 25,428 0 150,000 

성별(남성=1, 여성=0) 200 0.21 0.41 0.0 1.0 

학력 1(중졸 이하=1, 나머지=0) 200 0.62 0.49 0.0 1.0 

학력 2(고졸=1, 나머지=0) 200 0.11 0.31 0.0 1.0 

학력 3(대졸=1, 나머지=0) 200 0.18 0.39 0.0 1.0 

연령(세) 200 75.9 10.4 53.0 97.0 

주: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여부 문항에 응답한 표본에 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2).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8차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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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식 추정을 위한 추정 방법은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했다.13) 노인돌

봄서비스에 따른 소비지출 증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추정 시 더미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월 소비지출, 연 소득, 총보유자산, 연령)는 자

연로그 변환 후 추정을 실시했다. 추정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여

부에 따른 소비지출 차이를 나타내는 계수 추정량()은 0.39로 추정되었

고, 이는 5% 유의 수준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

험 이용 여부 외에 모든 설명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유의성 검정 결과 F통계량이 5% 유의 수준하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5〉 고정효과모형 추정 결과[종속변수: 소비지출액(로그 변환)]

설명 변수 계수 표준오차 P값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여부 0.390** 0.179 0.037

연 소득(로그 변환) 0.078 0.060 0.206

총 보유자산(로그 변환) 0.271 0.163 0.107

연령(로그 변환) -0.534 1.931 0.784

결정계수(Between) / F통계량 0.1624 / 3.29**

주: 1) 상수항을 포함하였으나 결과에는 수록하지 않음. 성별 및 학력 더미변수는 완전 다중공선성
에 의해 추정 시 모형에서 제거됨.

2) ***: 1% 수준에서 유의함, **: 5%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2).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8차 원자료.

13)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회귀식 추정 시 일반적으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적합
한 모형을 활용한다. 다만 확률효과모형의 경우 표본 특성치와 오차항 간에 상관이 없
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된다. 따라서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할 경우 응답자의 특

성과 응답자의 소비지출 간 상관이 존재해 내생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통제하고자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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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하였듯이 추정된 계수값은 0.39로, 이를 로그 변환 이전 값으로 환

원하면 1.48만 원에 해당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한 노인의 

월 소비지출이 각 응답자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장기요

양보험을 이용하지 않은 노인보다 월 약 1만5천 원의 소비를 더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2016~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평균 수급자는 약 

70만 명으로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 노인의 추

가적 소비지출은 약 월 105억 원(연간 1,260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 노인돌봄서비스에 따른 사업체 매출액 추정 결과

노인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계청의 제10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하위 

산업으로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의 하위 산업으

로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의 하위 산

업으로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이 분류되어 있다. 유관 산업의 분류와 

매출액, 사업체 수, 종사자 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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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관련 산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개, 명)

구분 매출액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회복지서비스업 36,064,463 79,176  1,158,054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7,830,359 10,328 176,143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5,569,651 6,866 137,045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 6,313 130,16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 553 6,883

자료: 국가통계포털(2022b). 서비스업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
1&tblId=DT_2KB9027&vw_cd=MT_ZTITLE&list_id=O_8_001_001&scrId=&seqNo

=&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
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2. 10. 10. 인출함.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의 경우 최하위 분류로서 매출액이 제공되

지 않으므로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의 2020년 매출액으로부터 추정

하여 활용한다.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의 종사자 수는 노인 거주 복

지시설 운영업 종사자 수의 약 95%에 해당하므로,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의 매출액은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의 매출액 5.6조 원 중 5.3

조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의 

매출액 추정치 5.3조 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사업 전체의 매출액으

로 간주하고 해당 금액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전체 매출 증분으로 활용한다.

  3.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술하였듯이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수행된다. 최종수요증분은 연간 수요측 1,260억 원, 공급측 5조 

3,000억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산업연관 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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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활용된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19년 산업연관표

이다. 노인돌봄서비스는 현행 산업연관표 산업분류상 소분류의 사회복지

서비스(780)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최

종 수요가 5조 4,260억 원 증가할 때 생산,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를 고찰한다.

먼저 2019년 산업연관표상의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생산, 부가가치, 취

업 및 고용유발계수를 살펴보면 생산유발계수는 1.639, 부가가치유발계

수는 0.874, 취업유발계수는 십억 원당 30.9명, 고용유발계수는 십억 원 

당 28.1명이다. 해당 계수에 최종수요증분 5조 4,260억 원을 곱하면, 생

산유발효과는 8.9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7조 원, 취업유발효과는 

16.7만 명, 고용유발효과는 15.2만 명으로 나타났다.

〈표 5-7〉 유발계수 및 유발효과 합계

구분 생산 부가가치 취업 고용

유발계수 1.639 0.874
30.863

(명/10억 원 )

28.085

(명/10억 원) 

파급효과 8조 8,932억 원 4조 7,448억 원 167,463명 152,389명

자료: 한국은행(2021). 2019 산업연관표(연장표).

수요측과 공급측을 직접 및 간접효과로 나누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최종수요증분 1,260억 원과 5조 3,000억 원이 직

접효과에 해당하며, 유발효과에서 직접효과를 뺀 금액이 간접효과에 해

당한다. 간접효과의 경우 수요측은 805억 원, 공급측은 3조 3,867억 원

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의 경우 최종수요증분에 2019년 산업연관표의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 62.8%를 곱해준 금액이 직접효과에 해

당하며, 총부가가치유발효과에서 직접효과를 빼준 금액이 간접효과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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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수요측의 경우 직접효과 791억 원, 간접효과가 310억 원으로 나

타났고, 공급측의 경우 직접효과 3조 3,288억 원, 간접효과 1조 3,059억 

원으로 나타났다.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는 모두 간접효과에 해당하며, 취

업유발효과는 수요측 3,889명, 공급측 163,574명, 고용유발효과는 수요

측 3,539명, 공급측 148,850명으로 나타났다.

〈표 5-8〉 항목별 산업연관효과

항목 구분 생산 부가가치 취업 고용

수요측
직접 1,260억 원 791억 원 - -

간접 805억 원 310억 원 3,889명 3,539명

공급측

직접 5조 3,000원 3조 3,288억 원 - -

간접 3조 3,867억 원 1조 3,059억 원 163,574명 148,850명

주: 부가가치 직접효과는 2019년 산업연관표의 사회복지서비스업(780)의 부가가치율 62.8%를 직
접 편익에 곱하여 산출함.

자료: 저자가 작성함.

산업별 파급효과는 서비스업의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대상 

산업인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해도 서비스업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

으로 분석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의 생산 파급효과

는 1조 5261억 원,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7,666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14,159명, 고용유발효과는 9,858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 

파급효과는 1조 300억 원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045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760명, 고용유발효과는 2,356명으로 서

비스업 대비 낮게 나타났다. 농림수산업 및 광업의 경우 5천억 원대의 생

산 파급효과와 1천억 원대의 부가가치파급효과가 나타나고, 건설업 및 

전력·수도·가스 등 기간 산업의 경우 3천억 원대의 생산 파급효과와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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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대의 부가가치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림수산업

의 경우 취업유발효과는 4,721명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고용유발

효과는 922명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업 및 기간산업

의 경우 취업유발효과 516명, 고용유발효과 482명으로 나타났다.

〈표 5-9〉 산업별 파급효과

구분 생산 부가가치 취업 고용

농림수산업 및 광업 5,537억 원 1,614억 원 4,721명 922명

제조업 1조 300억 원 3,045억 원 2,760명 2,356명

건설업, 전력·수도·가스 3,574억 원 1,043억 원 516명 482명

 서비스업 6조 9,521억 원 4조 1,745억 원 159,465명 148,631명

사회복지서비스업 5조 4,260억 원 3조 4,079억 원 145,307명 138,773명

사회복지서비스업 

외 서비스업
1조 5,261억 원 7,666억 원 14,159명 9,858명

자료: 저자가 작성함.

  4. 노인돌봄서비스의 간접 편익 추정 결과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의한 최종수요증분 5조 4,260

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파급효과 8조 8,932억 원, 부가가치 파

급효과 4조 7,448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6~2020년 노인돌봄

서비스의 전체 예산 중 약 86%에 해당하는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의 추정 

결과이다. 산정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체 사업 규모로 환산 적용할 경우 

생산 파급효과는 10조 3,701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는 5조 5,328억 원

으로 산정된다. 이 중 직접 편익은 생산 파급효과는 6조 3,271억 원, 부

가가치 파급효과는 3조 9,739억 원에 해당하며, 간접 편익은 생산 파급

효과는 4조 430억 원,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1조 5,589억 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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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노인돌봄서비스의 연간 직접 및 간접 편익 추정 결과

구분 생산 부가가치

직접 편익 6조 3,271억 원 3조 9,739억 원

간접 편익 4조 430억 원 1조 5,589억 원

총 편익 10조 3,701억 원 5조 5,328억 원

주: 본 분석 결과는 앞서 산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예산이 전체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86%의 역수를 곱하여 산정
한 결과임.

자료: 저자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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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평가’라고 하는 경우 암묵적으로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

어 있다. estimate(추정), measurement(측정), evaluation(가치 평가), 

rating(등급), assessment(사정), certificate(인증), assurance(보증), 

audit(감사) 등 평가에 대해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지만, 이들 기능을 포괄

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평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가 방법은 시

대에 따라 유행은 있지만 어느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평가의 실시 주체가 목적이나 상황을 파악한 후에 선택하

게 된다. 

다양한 평가 방식 중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 평가 방식에 주목하

였다.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투입자원

(input)’과 ‘사회에서의 성과(outcome)’ 비율로 표현함으로써 재무적 가

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다. 

SROI 평가 기법의 역할은 ① 화폐가치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임팩트 평

가가 가능해져, 사회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설명성을 향상, ② 이해관

계자에 의한 참가형 평가를 통해 사업가치를 향상시키는 인식으로 사회

에 대한 성과지향으로의 전환, ③ 조직의 퍼포먼스 매니즈먼트의 실효성 

향상, ④ 이해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툴로서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SROI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존재한다. ① 사회적 가치를 화

폐로 환산하는 과정에서의 객관성, ② SROI값의 비교의 한계, ③ 성과 지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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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나 금전적 대리 지표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권과 주관적인 자의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행정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이 증대하고 있다. 공적 부문에 있어서 효과적인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정책이나 사업이 창출하는 성과·사회적 임팩트를 정량적으로, 나

아가서는 화폐적으로 가시화해 평가할 필요성이 높아져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이슈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근 사회

적 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이하 SROI)을 활용한 평

가에 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은 사회적 가

치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SROI는 사회·환경·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결합하여 불형평성 감소와 

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가치의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설명·측정하는 개념적 틀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사회적 가치 측정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기 위한 재정적 대리 지표 

산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보건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단

위당 비용과 대리 지표의 구성을 매년 발표함으로써 경제성 평가 및 가치 

측정에 사용하여 정책 평가를 계량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책 투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노

인돌봄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투자수익률을 도출하였다. 사회정책 투자

효과 분석 방법을 실제 적용한 사례를 통하여 사회정책 투자효과 분석을 

위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공공정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계량적 접근을 

위해서는 재정적 대리 지표 산출 방안과 분석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근거 기반의 정책 평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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