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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지식 네트워크’란? 

 ‘나눔지식 네트워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

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나눔 지식을 교류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

로 조직한 네트워크입니다. 

 이를 통해 나눔지식과 관련한 사회적 임팩트(Social Impact)를 강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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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성과주의의 요구 앞에 비영리기관의 '성과분석'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1950년대부터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영향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지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비영리기관의 책무성 및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들

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과’는 단순히 사업결과를 보고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통한 사회적 요구와 변

화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

부문화연구소는 나눔지식을 교류하고 건강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뜻을 모아 나눔지식 네크워크를 

발족하였습니다. 올해는 제1차 공동포럼에 이은 그 두 번째 자리입니다. 이번 2차 공동포럼은 “비영리

기관, Outcome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번 공동포럼을 위해 ‘High Impact’를 향한 비영리조직의 과제에 대한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경희

대학교 김운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를 맡아주신 남기철 교수님, 김광혁 교수님, 도현명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비영리기관의 성과분석에 대한 논의를 넘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임

팩트(Social Impact)를 강화하고 더 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

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7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 제 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허 동 수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예 종 석





‘High Impact’를 향한 

비영리조직의 과제

김운호 교수

(경희대 공공대학원 시민사회NGO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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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위대한 기업만 있다면,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지는 못할 것이다. 

경제 성장이나 경제력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는 수단일 뿐

그것만으로 위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회를 건설할

위대한 비영리단체가 절실히 필요하다.”
<짐 콜린스,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 2015.>

“비영리단체 성공의 비밀은 정부, 기업, 비영리단체, 일반 대중 같은

사회의 모든 분야를 선의 힘이 되도록 얼마나 잘 동원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NPO의 위대함은 조직 내부 운영보다 조직외부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와 더 관계가 깊다. 끊임없는 자금조달, 잘 조직된 이사회,

효과적인 조직 관리와 같은 경영전략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레슬러 크러치필드, 선을 위한 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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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있어 비전과 사명은

출발점이자 골인점이다!”

“지금은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한 세상이다. 

맡은 과업의 진정한 성과를 위해서는

강력하고도 효율적이며

목적의식이 뚜렷한 경영이 요청된다.”

“성과를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비영리단체도 성과관리가 필요한가?

피터 드러커, <비영리단체의 경영>, 1995 

<다섯가지 경영원칙>, 2010

성과관리는 조직관리의 개선(안정, 효율화), 조직학습능력 개선(변화), 조직의 책무성(

지속/성장) 강화를 목적으로 함. 

결과관점: 성과는 기대결과 대비 성취결과의 차이, 생산의 결과를 강조, 

효율성 중심(output, product, program, efficiency)

과정관점: 단순한 결과물 + 결과 성취를 위한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행동 결과의 집합체, 생산과정의 결과물(outcome + process,

stakeholders, effectiveness)

가치관점: 비전과 사명의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조직의 공공가치 및 사회적 가치 실현

(public value, changes, impact)

학습, 가치,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결과, 과정, 가치의 총합)

모든 조직은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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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영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역할과 기능에 따른 구분 실질적 관계성

시장영역 공공영역

시민사회영역

비영리영역의 개념적 구분

공기업

정부기관, 공사
(정부 출연기관)

일반 사기업
영
리

비
영
리

P
O

N
P
O

GO NGO

정부 비정부

집단이익
추구단체

NGO/NPO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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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영역의 단체 분류(국내)

구 분
주 요 단 체

목 적 활동영역

공익
단체

의료 및 보건 종합병원, 요양원

교육 및 연구단체 초․중․고등 사립학교, 직업학교, 연구소

복지서비스단체
양로원, 탁아소, 고아원, 직업훈련소, 사회복지관, 모자보호소,
청소년수련원

문화, 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오케스트라, 레크레이션단체

시민(사회)단체
환경보호단체, 소비자권리보호단체, 여성권리옹호단체, 국제
원조단체, 모금단체

종교
단체

종교단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각종 종교단체

집단
이익
추구
단체

직능단체 전경련, 노조, 상공회의소, 변호사협회, 약사회

친목단체 컨트리클럽, 향우회, 동창회, 조기축구회

번호 대분류(20) 소분류(51) 

1 환경 1-1. 감시/정책제안, 1-2. 환경보호, 1-3. 교육/연구/계몽

2 인권 2-1. 인권일반, 2-2. 추모사업

3 평화/통일 3-1. 평화, 3-2. 통일/민족

4 여성 4. 여성

5 권력감시 5-1. 권력감시일반, 5-2. 행정부/국회/사법, 5-3. 기업/언론

6 정치/경제 6-1. 정치/행정, 6-2. 경제, 6-3. 과학기술, 6-4. 지역가치, 6-5. 의식계몽

7 교육/연구 7-1. 교육, 7-2. 연구

8 문화/체육 8-1. 예술, 8-2. 문화, 8-3. 체육, 8-4. 기타문화

9 복지 9-1. 복지일반, 9-2. 의료/보건, 9-3. 장애인, 9-4. 노인, 9-5. 기타복지

10 청년/아동 10-1. 청년, 10-2. 청소년, 10-3. 아동

11 소비자권리 11. 소비자권리

12 도시/가정 12-1. 도시일반, 12-2. 교통, 12-3. 주택, 12-4. 가정

13 노동/빈민 13-1. 노동, 13-2. 농어민, 13-3. 빈민

14 외국인 14-1. 외국인복지, 14-2. 노동자, 14-3. 다문화

15 모금 15. 모금

16 자원봉사 16. 자원봉사

17 국제연대 17-1. 국제원조, 17-2. 국제협력, 17-3. 재외동포

18 대안사회 18-1. 공동체, 18-2. 생협, 18-3. 교육/연구/계몽

19 온라인활동 19. 온라인활동

20 기타 20. 기타

민간단체 활동 영역 분류: 다양성

�(�2�0�1�2� 민간단체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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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있는 곳에 NPO 존재

(전국/지역, 국내/국제)

(개별단체/중앙-지역 연계조직)

(대규모/중규모/소규모)

(권익옹호, 정책/이론 개발, 사회적 서비스 제공)

활동 분야

활동 범위

조직체제

조직규모별

활동양식

NPO의 다양한 측면 : 성과의 상이성

사회적 가치, 사회적 목적을 단체가 구체화한 것이 비전과 사명,

가치와 행동규범, 내부조직화, 자기정당성, 자기방어기제가 됨

그것을 이해관계자에게 선포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때 자원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활동 동력을 얻게 됨

성과를 넘어 임팩트(영향력)로… 

단체의 비전이 반영된 변화된 인간, 변화된 세상, 가치를 인정받을 때

단체의 지속성이 담보됨

NPO 특성: 비전과 사명 중심의 활동

<공익적 비전과 사명을 바탕으로 시민의 선한 의지를 모아 세상을 바꾸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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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가치, 규범적 측면>

내부의 인식 : 명분과 가치로 자기정당성 주장 근거

외부의 인식과 지원, 참여(정부, 기업, 시민)

- NPO의 존립이유와 활동근거는 비전과 사명에 대한

시민의 지지,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에서 나옴. 

그러므로 시민의 설득, 동의를 바탕으로 활동

- 외부의 기대, 요구 수렴, 평가결과의 소통과정을 통해

정당성 확보

자기방어와 정당화 논리에서 벗어나 외부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자신을 조율, 변화시켜감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

비전과 사명: 존재 정당성과 책무성 기반

<존재 정당성은>

조직에 대한 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담보, 필요자원 유입 가능토록 함

정당성을 인정받은 조직은 필요자원과 사회적 지지를 보다 쉽게,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음(공중의 지지,재정의 자립, 확대) 

조직 경쟁력 제고, 조직의 존립기반과 권위로 작용

다만 외부의 공중이 단일한 집합체가 아니며, 다원적이고 분산되어 있다는

점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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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투명성 포함) : 과정과 절차적 개념>

단체와 관련된 모든 이들과 소통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자 의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설명능력 및 실행(공정하고 민주적 절차와 규칙, 법규 준수 등)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의미

통제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개념

외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

대화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드러냄

국제 NGO책무성 헌장((International NGO Accountability Charter)의

9가지 원칙, 높은 투명성, 책무성,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성과와 효과성 증진

Charity Navigator의 : 재정건전성, 책무성과 투명성, 결과 보고서, 사회적

가치 제공 여부 평가

GRI NGO Sector Disclosures 가이드라인

ISO26000 사회적 책임 7기준: 설명책임,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

이익 존중, 법률 준수, 국제행동규범 준수, 인권 존중

국제 NGO 책무성 평가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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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적 원칙에 대한 존중

2. 독립성

3. 책임 있는 옹호활동

4. 효과적인 프로그램

5. 비차별성

6. 투명성: 보고, 감사, 정보의 정확도

7. 굿 거버넌스: 이사회, 이사, 이해관계자들의 제안

8. 윤리적 모금: 기부자, 기부금 사용, 현물기부, 대리기관

9. 전문적 경영: 재무통제, 평가, 대중 비판, 파트너, 인사관리, 뇌물과 부패,

성평등 존중, 내부 고발자

국제NGO책무성 헌장의 9원칙

NPO의 실행 구조의 이중성: 이해관계자와 책무성

후원자
회원, 기부자

수혜자
지역사회

NGO 변환과정

자원개발시스템

PDS

서비스제공시스템

PDS

관리과정과 활동분야

공헌

요청

서비스

감사

외부환경, 정부, 기업, 언론, 타 단체 고려

피드백

내부구성원

자원 제공측
서비스 수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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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도 비전과 사명을 내걸고 있다.

공공섹터에서도 거버넌스, 효율성과 효과성, 공익 성과 강조, 민관협력(PPP) 강화

사회적 책임 관련 국제적 환경변화: ISO26000 등장, GRI 지속가능보고서, Global 

Compact, MGD, SDG 등 국제적 환경 변화

기업도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며, 시장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창조적 자본주의, 자본주의 4.0 등장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들의 등장과 영향력

이해관계자로서 다른 영역의 단체들과 협력, 소통을 통해 가치의 공유, 확산이 필요하며, 

단체의 진정성과 그 성과를 어떻게 설명/증명할 것인가가 중요해짐(존재 정당성, 과정의

책무성과 투명성, 비전과 사명의 성취로 변화된 세상)

사회적 가치와 목적: NPO의 전유물?

경쟁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의 어려움

내적 성장동력 감소로 사회적 영향력/ 변화 성취 정체

비전, 사명과 사업의 괴리, 후원자(기관)의 대리인화 경향

사업의 관행화/ 운영의 관료화

구성원들의 비활성, 매너리즘, 소진현상, 근무환경 열악

정량적 성과, 가시적 성과, 단기적 성과 중심의 활동으로 본질적이고 장기적

이며, 유의미한 변화에 취약

단체의 비전과 사명 중심의 활동과 성취를 공유함으로써

자원확보와 단체 지속성 담보

한국 NPO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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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조직 관리

높은 지명도

뛰어난 창의성

사업의 목적

전통적 의미의 높은 효율성

대규모의 예산

이런 신화가 사회적 영향력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님, 필요하나 충분한 것은 아님.

성공한 비영리단체의 신화

NPO가 자기대면을 요구 받는 시대, 성찰성의 시대

내부의 입장과 외부의 평가 사이의 간격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립

근거인 정당성 찾아야 함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다함으로써 정당성 확보와 함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책무성 인식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정당성이 중요, 사회에 존재가치

를 인정받고, 지지 받고 있음을 의미, 공중의 지지를 넓히고 영향력 확대

– 자원확보에 중요, 조직의 생존, 성장과 직결됨

<울리히 벡, 기든스, 래쉬 : 성찰적 근대화, 1998. >

성찰이 필요한 N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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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NPO- 사회적 영향력 관점 함께 하기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문제들을 푸는 해법은 어느 한 기관에 있지 않고
집단의 노력 속에 있다.”

현장활동과 정책활동을 병행하며 정부, 공공기관과 협력한다. 

기업을 강력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한다. 

타단체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력하며 네트워크조직을 만들고 연대한다. 

자원봉사자에게 의미 있는 경험기회를 제공하고 열성지지자로 만든다. 

혁신적 사고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리더십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최고의 기업이라도 세계를 바꿀 방법을 알려주지는
못한다. 그 길을 보여줄 존재는 우리 사회를 바꾸는 데
영향력을 발휘한 위대한 비영리단체들 뿐이다.”

<레슬리 크러치필드 외, 선을 위한 힘,>

필연적인 협력, 파트너십의 확대는…

사회적 임팩트 측면에서 정부와 협력, 기업과 협력, 삼자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통의 언어, 과정, 방식 개발 노력 필요. 성과창출과 영향력 강조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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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모든 활동의 근거, 초점, 평가 등은 비전과 사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이 당연

성과 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인간의 변화, 사회적 가치, 사회적 문제 해결, 사회환경의 질적 변화라는

개념 측정의 어려움

적합한 측정 도구, 예산 및 전문가 부족

후원자 중심, 단기적 사업 및 성과 중심 평가(결과 중심)

실질적 감시자의 부재로 평가 중요성 간과

NPO 성과평가의 현실과 방향

지속성 확보라는 명제에서 평가를 통해 외부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하고, 

단체의 비전 성취, 도덕적, 구조적 문제 해결, 능동적 변화와 혁신을

이뤄가는 성찰적 단체가 되어야…

성과평가가 감독이나 통제의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인식공유와 참여를 통해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되어야,,, 

단체의 규범성(진정성)이 운영과정(계획, 실행, 평가)의 책무성, 투명성 강화

를 통해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인사들까지 공유되고 공감될 수 있는 노력

비전 중심의 사회적 임팩트가 답이다! 같은 임팩트 모형이나 툴이 정답이 아

니다. 진정성과 책무성을 진솔하게 밝히면 된다.

NPO 성과평가의 현실과 방향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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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임팩트(Social Impact): 어떤 공익/사익적 활동으로 인해 사회의 삶의 양식

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 이는 특정 사회의 사회적 기준, 가치, 신념 등 인식의 기반이

되는 문화적인 변화까지 포함

단체만의 비전과 사명 성취도를 규격화된 틀에 맞출 필요는 없으며, 적합한 사회적, 

의미적 지표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사회적 임팩트는 구체적 지표가 필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증명할 시계열적

데이터 및 실증적 사례 확보 필요

산출에서 성과로, 
성과를 넘어 임팩트로!

영향력은 사회와의 상호행동, 응답, 책임 고려, 선한 의도가 의심받지 않도록 단체의

진정성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알리는 것으로부터

비전과 사명, 가치 중심의 조직(정당성) : 선언적 가치와 규범 중심의 활동

책무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 확보: 실행과정과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종합적으

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중요(법과 제도 준수, 윤리와 도덕성)

리더의 비전/가치와 내부실행 일치 필요: 외연만큼 중요한 내적 충분조건 확보 필요, 

리더와 구성원의 가치 공유, 참여 및 공감

안정성과 지속성: 구성원의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근무조건 확보

전문성 확보: 활동분야나 사업실행의 확고한 전문성

임팩트의 제고 위해 내부 역량 강화(교육과 훈련) – 개별 단체만의 임팩트 표현 수단

확보가 중요

임팩트 제고를 위해 NP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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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리더는 해답을 찾아내지만, 

위대한 리더는 올바른 질문을 던진다.”

- 짐 콜린스 -

위대한 비영리조직의 특징

짐 콜린스,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 2015>,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2015. 5. 26.>

미션에 부합하는 '성과' 찾기, 미션을 얼마나 잘 성취하였는가?

분산된 거버넌스 하에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리더십을 갖춘 조직

적합한 사람 찾는 걸 최우선(first who then what), 가장 중시하는 조직

미션에 적합한 성과를 위해, 재정, 시간, 브랜드 같은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

브랜드 구축을 통해 팬층 확대, 동력 창출, 지속적인 자원과 임팩트 창출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동력(플라이 휠) 확보

1.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2.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3. 고객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4. 우리의 결과는 무엇인가?

5.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

Back to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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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드러커 등, 다섯가지 경영원칙, 아시아코치센터, 2010.
• 피터 드러커, 다섯가지 경영원칙 자기평가 워크북, 아시아코치센터, 2011.
• 레슬리 크러치필드 등, 선을 위한 힘, 소동, 2010.
• 데니스 영 등, 비영리 경제학, 아르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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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사업 성과분석
-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을 중심으로 -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2016-07-07 발표용

1. 들어가는 말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체계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야간보호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10년간 전개해왔음

지역아동센터의 야간보호에 대한 공공지원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되
어온 야간보호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판단 필요

사업 진행 10년이라는 시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복권기금사업의 중장기적
성과와 한계를 검토해야 하는 필요도 존재

목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인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방안에 대해 모색

방법 : 기존 사업모니터링 자료의 분석, 관련 연구조사 분석, 면접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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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은?

3

복권기금 사업의 핵심은 야간보호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야간에 방임위험성이
높은 아동 청소년에게 약 22시까지의 야간보호사업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 : 지난 10년 간 취약계
층 아동 야간보호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 축으로 하고, 이밖에도 생계의료비 지원, 차량지원, 심리사회
적 프로그램 지원 등 관련된 부수적 사업을 진행(구체적 사업 내용은 다양하게 변화해 옴)

대상자 기준 확대
• 야간보호 대상 아동과 야간보호교사 자격 기준이 완화됨
• 기초생계비 150% 이내 → 기초생계비 170% 이내 → 기초생계비 200% 이내
•
기관별 지원예산 변화

•기관당 4,000만원 이내(사업 첫 해) → 기관당 3,000만원 이내(~2009년) → 지원기관별 차등지원
• 지원 기간에 따라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

사업유형의 변화
• A형: 야간보호교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1기관별 최대 5년)
• B형: 추가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불가능, 1기관당 2,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연도 제한 없음)

대상자 구분에 따른 야간보호사업 세분화 (2011년 이후부터)
• 아동중심형, 청소년중심형, 아동청소년 통합형, 장애아동중심형, 장애/비장애아동 통합형

야간보호교사 급여 상승
• 2006년 월 60만원(4대보험 포함) → 2007년 월 80만원(4대보험 별도) → 2015년 월 123만원

2.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은?

연도별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수행기관 수 변화(단위: 개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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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은?

연도별 복권기금 및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예산 변화(단위: 백만원)

심리정서지원사업 시작

2006-2009년
도입기

2009-2013년
팽창기

2013-2045
전환기

5

2.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은?

연도별 일평균 야간보호아동 수 변화(단위: 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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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야간보호에 대한 사회적 욕구

► 아동의 방과 후 돌봄 현황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 현황에 따른 방치

7

성인 근로자의 노동시간 일반 현황: 시간대별 취업자의 일을 한 시간의 비율

자료: 통계청 2014년 생활시간조사

3. 아동야간보호에 대한 사회적 욕구

 방과 후 방치 아동 규모 추산

8

방과 후 방치아동 추산 결과

자료: 200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하루에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집에 있는 (초등학령기) 아동·청소년”

아동연령대 방치율(%) 2013년연앙인구 (명) 방치아동수추산 (명)

만 6세~8세 9.7 1,368,724 132,769

만 9세~11세 20.5 1,503,811 308,766

만 12세~17세 26.0 3,884,461 1,009,618

만 9-11세 방치 성인보호 일시적자기보호 지속적자기보호

실태조사

방치율(%)

2008 21.2 72.8 11.7 15.6 

2013 20.5 75.9 10.8 13.3 

추산(명)
2008 416,255 1,431,048 229,444 305,925 

2013 308,776 1,140,822 162,638 200,351 

아동의 방치율과 방치아동 규모 추산(만6세-8세는 도표제시 수치의 절반 수준)

자료: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중 부모응답자료, 
통계청 2013년 연령별 연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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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야간보호에 대한 사회적 욕구

 기존 관련 연구들과 인구변화를 감안하여 방과후 및 야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
추산

9

140만명

30만명

• <방과후 보호의 욕구>

• 대상 연령층 아동의 약 21-30%로 추산

•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적게는 30만명에서 많게

는 최대(청소년 포함) 140만명 이상으로 추산

• 저소득층에 특히 집중된 위험과 욕구

• <야간보호의 욕구>

• 보호자 경제활동시간에 따른 방임 위험률이 대

략 15시 60% -> 18시 30% -> 22시 10%

• 야간보호의 대상은 방과후 보호대상에 비해 절

반 정도의 양적 범위, 반면 방임 취약성은 더

심각함

• 초등연령 기준으로 약 20만명이 표적 집단

3. 아동야간보호에 대한 사회적 욕구

► 공적 전달체계의 야간보호사업 현황

10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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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야간보호에 대한 사회적 욕구

11

공적 전달체계 내 연령/시간대별 서비스 분포

사업명 대상연령 보호시간

초등

돌봄교실
초등학생

(오후돌봄) 

방과후-17:00

(저녁돌봄) 

17:00-22:00

지역

아동센터

18세미만의

학령기아동

(오후) 

15:00-20:00

(야간) 

20:00-

방과후

아카데미

초4~중2 

청소년
15:00-21:00

3. 아동야간보호에 대한 사회적 욕구

12

사회적 욕구의 주요 사항

► 최근 몇몇 사회적 대응 체계의 보강을 경주하고 있으나 사회전체적으로 (특히 저
소득층이나 보호자의 경제활동시) 야간방임의 위험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 아동보호사업은 꾸준히 확충되고 있으나 야간방임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에
서는 절대적으로 취약함 : 대략적 추산결과는 초등연령의 고위험 20만명 중 4만
명 가량인 25%대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프로그램 작동

►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은 일 평균 1만여 명(2013년 최대 16,000여 명) 정도에게
야간보호를 제공

►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여러 부처의 개별적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는 연계성의 시도
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야간보호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실효적인 지역사회조직화
의 상황은 체감도 없음

► 야간보호는 많은 경우에 학원 등 민간영리 영역을 통해 충족되고 있으며, 때문에
야간보호 프로그램은 영리적 학원 등 사교육 프로그램과도 경쟁 혹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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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의 성과

야간보호 사업에 대한 기존의 주요 점검 및 성과평가 내용

13

2006년

• 사업의 필요성과

욕구에 대한 확인

2007-2009년

• 아동의 건강 및

심리상태 개선

• 야간 안전 확보

• 학습능력 향상

• 아동-보호자

정서적 관계 개선

2010-2011년

• 보호자의 높은

만족도

• 아동의 긍정적

정서 향상

2012-2015년

• 정서적·심리적 안정

•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

• 방임과 탈선 예방

• 보호자의 양육부담

및 경제적 부담의

경감

최근의

사업평가

성과지표 계획(A) 달성(B) 달성률(B/A) 가중치*

▪ 보호아동수 8,250명 10,190명 123.5 35

▪ 아동심리정서개선(변화) 여부 50% 72.2% 144.4 35

▪ 수요자중심의프로그램실시 255건 485건 190.2 15

▪ 부모의사업만족도 90점 92점 102.2 15

4.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의 성과

14

► 2010년 사업 성과평가에서 설정된 논리모형

2010년 성과연구에서의 사업 논리모형

► 2010년 사업평가시 주요 제언

(실천적 측면) 
-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통합서비스
- 야간보호사업 서비스의 표준화
- 부모양육기능 강화
- 학교 파트너십 구축

(정책적 제언)
- 야간보호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화
- 야간보호사업의 제도화
- 야간보호교사의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 질 관리
- 지역 내 다른 기관과의 연계 활성

화
- 실태조사 및 장기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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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의 성과

 야간보호 아동인원, 야간보호교사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실적은 그 자체로 사업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산출의 측면에 머무르는 속성

 그간의 연차별 사업평가에서는 대개 산출의 측면에 대해서만 검토

 Outcome의 의미로서 성과는 사업의 목표에 대한 명확화와 논리모형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하

는데 기존의 본 지원사업 관련 성과연구는 논리모형이 장기적 성과를 강조하는 과도한 측면을 포

함하고 있음

 사업의 사회적 배경과 내용, 그리고 공언된 목표에 따른다면 현실적인 산출과 성과는 다음과 같

이 요약 가능

15

산출 성과

야간보호 아동 수

야간보호교사 일자리 창출

야간보호 아동의 만족도

야간보호 의뢰 부모의 만족도

야간방임 예방정도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발달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야간보호교사 경제위험 경감과 경제활동 증진

4-1. 산출 : 야간보호아동 수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지난 10년간

85,733명의 야간 방치 아동을 보호

※ 지난 10년 간 연도별 일평균 보호아동 인원을 합산한 값

지난 10년간 연인원 21,433,250명
128,599,500시간 동안 야간보호 제공

야간보호 아동 수 등 산출의 제측면은
사업 연차별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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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산출 : 야간보호 대상 아동의 제측면

최근 3년간(2013~2015) 야간보호 대상자

야간보호 대상자 성별

남자

48.33%

여자

51.67%

10세 이하

20.95%

11~13세

38.06%

14~16세

34.79%

17~19세

6.20%

장애

4.29%

비장애

95.71%

야간보호 대상자 연령대

야간보호 대상자 장애여부

※ 지난 10년 간의 조사항목이 균일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조사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음

4-1. 산출 : 직접적 일자리 창출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지난 10년간

저소득 계층 4,221명에게 일자리 제공

※ 지난 10년 간 채용된 야간보호교사 인원을 합산한 값

연평균 422명에게 일자리 제공
지난 10년간 6,331,500시간 근무

총 49,338,588,000원의 급여를 지급
(2016년 현재 월 급여기준은 123만원)

※ 총 인건비는 각 연도별 급여기준과 일자리 수를 곱하여 추정한 값이며, 기관별 추가 지원과 인원 및 기간 변동에 따른 세부 내역은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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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산출 : 전반적 만족도

야간보호사업 참여 결과 만족도

4.6점 / 5점 만점
(보호자 만족도)

※ 기존 사업평가의 조사항목이 균일하지 않아, 보호자 만족도의 경우 최근 3년간(2013~2015)의 내용으로 정리한 수치이나,
아동만족도는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된 2009~2013년 사이의 만족도 내용을 포함하여 산정한 수치임

4.2점 / 5점 만점
(아동 만족도)

4-2. 성과 : 아동의 야간방임 예방 관련

최근 3년간(2013~2015) 야간보호 대상자 : 야간방임의 고위험성

야간보호 참석일수

야간보호 대상자 가족형태

보호자 경제활동 여부

1~2일

7.83%
3~4일

13.38%

5일

78.78%
양부모가족

52.07%모자가족

22.43%

부자가족

15.56%

조손가정

6.87%

기타

3.07%

경제활동

중

80.71%

경제활동

없음

14.79%

구직 중

4.50%

※ 지난 10년 간의 사업평가 조사항목의 범주구분이 균일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조사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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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과 : 아동의 야간방임 예방 관련

 핵심적 방임 고위험 아동 20만명 중 연간 1만명 이상에 대한 현재의

방임예방 지원사업은 1천억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지님

 기존 연구(김수정&정익중, 2016)에서 아동학대의 사회적 비용을 연간 최대

76조 2,916억으로 추산하고 있음(아동학대 심각한 사례 유병률 25% 기준) : 

같은 방식으로 유병률 0.11%를 적용할 시 최소 3,899억원으로 추정(편차가

큰 것은 학대 실제 발생률 추정치와 신고된 학대사건 사이의 괴리)

 미국의 경우 2010년대 초, 아동학대율은 약 1% 미만, 이중에서 방임의 비율

은 약 80% 가량으로 보고됨

 (미국의 학대비율 수치를 잠정적용하고 방임의 경우 심각한 학대에 비해 사

회적 비용을 1/10으로 추산하였을 때) 단순 계산시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

중 방임관련 사회적 비용은 연간 최소로도 1조 5천억에 이름

21

4-2. 성과 : 아동의 야간방임 예방 관련(면접내용)

 “(야간보호아동들은) 보통 한부모이거나 조손가정이거나 양부모라

도 맞벌이 등으로 집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안 계실 때, 바쁘

실 때 아이들이 저녁에 방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집에 안가려고 해요. 가봐야 방 한 칸이고 컴컴하고 그러

니까……”

 “쉽게 말하면 일탈하는 행동들을 예방하는, 비행 예방의 차원이 엄

청 좋아요.”

 “(야간보호가 없었다면, 아동들이) 오락실 가있던지, 게임방을 가던

지, 끼리끼리 어울려서 노래방을 가던지 돈모아서, 공원에 가서 술을

먹던지... 집에 가도 책임지는 부모나 없기 때문에 방임되어 있으니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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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과 :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 관련

※ 사전사후 조사 결과 자아존중감, 사회성, 학업자아는 상승, 우울감, 문제행동, 공격성 등 부정적 측면은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현저한 차이는 아니나 전반적으로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음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지원 효과성 검증 결과(2011년 사전사후 비교자료 기준)

4-2. 성과 :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발달 관련(면접내용)

 “정서지원 비용으로 저희가 자존감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대화하는 방법도 모르고 사회성도 결여되어
있고, 자존감도 낮아요. 그래서 자존감 프로그램 선생님과 대화하고
고민 있으면 얘기하고… 처음과는 아이들이 이런게 많이 달라지죠”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만져주고,읽어주고 하더든
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심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 같더라구요. 
밖에 나가서도요”

 “보호도 있지만 발달이 더 중요해요. (정서적 프로그램 등)이런 거
해볼 기회도 없다가… 아이들 너무 좋아져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습이나 공부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원래는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다니는데 이 아이들은 빈곤해
서 학원을 다닐 능력이 안되고 그냥 방치거든요. 학원은 한과목에
35만원 하는데 수급 받으면 50~60만원이라 전혀 다닐 수 없는거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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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과 :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

** 2011년 주양육자 1,767명에 대한 서베이 결과 기준

 야간보호 참여아동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는 5점 척도에서 ‘보통’ 수준 이하의 낮은

점수(유사한 관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안정된 수치)

25

양육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양육스트레스(전체) 2.9 0.72

- 일상적 스트레스 3.1 0.91

- 부모역할부담 3.0 0.86

- 타인양육의 죄책감 2.7 0.80

4-2. 성과 :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면접내용)

 “야간(작업)까지 일하면 10시까지 해요, 10시에 끝나요. 야간
(작업) 안 해도 8시까지 해요. 애들이 혼자 집에 있으면 위험해
서 걱정이에요. 여기 있으니 걱정이 안 돼요”

 “아버님은 새벽 두시에 오세요. 대학로에서 파전 이런거 하시
는... 아들만 둘이고 혼자서 키우는데, 그 분이 얘기하시길 여
기가 있어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애들이 어디
가 있겠냐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겠냐... 그래도 선생님하고
이 곳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자기는 일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을 열시에 들어가서 씻고 자면 아빠가 오시고”

 부모님이 제일 도움을 받는 건 아이들이 그래도 칼퇴근 하는
부모의 일자리들이 아니니까 약간의 한 두시간의 여지를 봐주
는 것에 대한 부담을, 훨씬 마음 놓고 일할 수가 있다는 게 가
장 크다고 해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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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과 : 야간보호교사 경제적 위험 경감과 일자리 창출

야간보호교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2011년 야간보호교사 393명에 대한 서베이 결과 기준

 “채용방식이 저소득층 우선이기 때문에 지원자에게도 도움이 됩니

다”

 “할 만해요. 요즘 워낙에 청년실업이 많으니까...”

 “채용계약을 최소 2년으로 한다든지 하면, 선생님이 좀더 안정적으

로...” 

27

구분 평균 표준편차

경제여건개선 2.98 0.878

향후 취업에 대한 도움 3.97 0.765

4-2. 성과 : 야간보호 효과에 대한 인식

최근 3년간(2013~2015) 야간보호사업에서의 보호자 만족도 수치는 성
과와 관련된 주관적 인식을 종합하고 있음

4.6점 / 5점 만점
(보호자 만족도)

주요 내용

• 야간 안전 확보

• 정서적·심리적 안정

•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

• 방임과 탈선 예방

• 보호자의 양육부담 및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지난 10년 간의 조사항목이 균일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조사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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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 말

 복권기금을 통한 야간보호지원사업은 사회적 수요가 부각되고 있는 아

동방임에 대한 예방적 가치,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과 적응의 지원(사회

적 배제의 방지), 취약계층 아동보호자에 대한 양육스트레스 지원, 야간

보호교사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성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부각

 야간보호와 관련하여 전국 단위의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므로 민간의

지원사업으로서 지속하기보다는 공공의 제도적 지원사업으로 재편되어

야 할 필요가 있음

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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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재단 빈곤가정지원사업 

지원아동 성과분석 기초연구

- 논리모형의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

김광혁 교수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2016 제2차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어린이재단 빈곤가정지원사업 지원아동 성과모형개발과 분석1)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수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정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과장)

I. 문제제기

빈곤과 같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또는 경제적인 박탈은 가족구성원 모두의 

삶에 큰 어려움과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동은 다른 인간 발달 

시기보다 그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렇

듯 가족빈곤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축적되면서 빈곤이 

아동의 어떠한 발달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 과정은 어떠한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서구의 연구들은 가족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이

나 인지발달의 저하, 신체적 발달의 저하 등 전체적인 아동기 발달의 지체를 가

져올 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 및 사회에서의 부적응의 문제를 유발시키며, 더 나

아가 성인기의 결혼생활이나 자녀 양육 등에까지 그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된다

고 보고하고 있다(Duncan et al., 1994; Conger et al., 1997; McLoyd, 1998; 

Bradley and Corwyn, 2002). 최근에는 이러한 빈곤으로 인해 유발되는 가족의 

경제적 및 정서적 환경, 양육행동 변화 등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구체적 영향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Duncan et 

al., 1994; Conger et al., 1997). 이러한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 및 그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한 학문분야의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서

구에서 주요한 사회문제로 인정되고 있는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

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빈곤층 아동의 발달저하에 대한 다양한 연구

의 축적과 이에 기초한 사회적 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 문제를 해

1) 본 연구는 2015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의 ‘어린이재단 빈곤가정지원사업 지원아동 성과분석 기초
연구-논리모형의 성과지표를 활용하여’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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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빈곤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와 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한 빈곤의 고착화 현상이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

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거듭된 2008년도의 경제

위기와 저성장 국면은 이러한 빈곤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와 소득박탈, 그리고 빈곤의 고착화 현상은 우리 사회

에서도 빈곤가족 아동의 발달 저하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예측가능하게 한다. 

국내의 다수 선행연구들은 빈곤가족 아동의 발달저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김광

혁, 2009b).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연구결과들에 기초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개입의 체계화 또는 효율화,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

한 새로운 논의들은 대표적인 논점은 첫째, 서비스 제공방식에 있다. 즉 획일적

이거나 독립적인 현금 중심의 지원방식이나 사회서비스 중심의 개입에서 벗어나 

아동양육에 필요한 현금지원과 서비스의 결합 방식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두 번째 논의의 지점은 서비스가 어떠한 경로나 배경에 기초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어떠한 결론을 내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즉 구체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최적의 개입 지점이나 경로는 무엇이며, 실

제로 이러한 경로들에 대한 개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세 번째 

논의의 지점은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가와 관련된다. 우리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개입을 수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해

야 할 성과는 무엇이며, 실제로 그러한 성과가 나타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빈곤아동 정책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장

에서는 현금 지원과 서비스가 분리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의 이유, 

적합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책과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적합한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지원과 서비스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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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제공하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성과분석의 

과정과 틀을 확립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성과분석의 과정

을 체계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성과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빈곤가정지원사업

1)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역사

어린이재단은 1981년 정부로부터 결연사업을 위탁받은 후 지금까지, 저소득 

가정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빈곤가정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사업 

초기의 지원방법은 후원자와 아동을 연결하는 일대일 결연방식으로 후원자가 기

부하는 소액 후원금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후원자가 후원금을 연체할 시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아 지원의 지속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으며, 만 원 이하의 소액이 후원금의 대부분을 차지해 실생

활에 필요한 자원으로서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등 기존의 일대일 결연방식으로

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재단에서는 일대일 결연후원금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해진 아동의 

욕구에 따른 지원금을 확보하여 후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표

준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표준지원금은 후원금 자원 pool의 통합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후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아동

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금을 5만원-10만원으로 산출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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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단에서는 자원의 효과와 안정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

하고 있는데, 재단 산하 직영복지관 뿐만 아니라 협력사회복지관 및 시설과의 협

력 강화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3년부터 시작한 협력기관은 2011년 472개로 늘었으며 2014년 12월 

기준 654개의 협력복지관 및 시설과 업무협조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이 

재단의 빈곤가정지원사업은 아동의 욕구를 기반으로 정책 및 지원의 변화를 가

져왔으며 아동의 욕구에 따라 세분화하고 전문화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2) 빈곤가정지원사업의 구성

(1) 빈곤가정지원사업의 기본구성

빈곤가정지원사업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경제적 지

원으로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의 내용은 

아동의 욕구 및 지원목적에 따라 보육비 지원, 학습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

비 지원으로 구분된다. 사업의 대상은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

이며 지원아동 중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교 진학으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만 24세 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료비의 경우 

일부 성인 대상자가 관리되고 있다.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은 재단의 지역

본부, 복지관, 한사랑마을, 한사랑장애영아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초록우산우리마

을이며 각 기관의 국내사업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한다.

빈곤가정지원사업은 ‘CMS(Case Management System)’2)를 통해 클라이언트 

서비스 및 사례개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타 자원 배분과 관련 한 일련의 

업무들을 처리하고 관련 정보 및 이력을 관리한다. CMS에 입력된 클라이언트 

2) CMS(Case Management System)은 클라이언트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사례관리
전산시스템으로 빈곤가정지원사업은 CMS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를 등록하고 업무를 진행하며 사례개입계획 수립
에 따른 배분승인 및 확정과 지급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후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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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 일부는 재단 내 타 시스템과 연동되어 클라이언트에게 후원금을 지급하

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수행은 클라이언트 접수 및 

스크리닝, 인테이크, 사정, 사례개입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전개, 서비스 점검, 종

결 순의 절차를 이루고 있으며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또한 함께 진행된다. 사

업수행에 따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접수 및 스크리닝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직접 발굴 및 인바운드, 공공 및 민간기관의 소개, 지역

주민에 의한 소개를 통해 접수되는 클라이언트가 재단의 사업 대상자로 적합한

지 스크리닝 한다.

○ 인테이크

스크리닝을 통해 선정된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도움요청 사유 및 욕구

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이 결과를 통해 빈곤가정지원사업 대상으로 채택하여 서

비스를 제공할지 결정하고 조치한다.

○ 사정

클라이언트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혹은 욕구가 무엇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

악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자원, 동기, 장점 등 내적·외적 자원을 찾으려는 과정

으로 이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개입 목표를 

수립한다.

○ 사례개입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전개

개입목표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클

라이언트와의 합의 및 동의 과정을 통해 사례개입계획을 수립. 사업개입계획 수

립 시에는 지원내용(보육, 학습, 의료, 주거), 서비스 유형(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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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내  용 비고

보육지원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아동 양육환경이 개선되도록 도움

학습지원
아동이 학습을 원활히 지속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학업과 재능계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

의료지원

질병, 장애 등 의료 문제로 위기상황에 놓은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적 혜택을 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

최대 

3,000만원 

한도

주거지원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주거환경개선 비용지원

및 상담 등), 서비스 주기(정기, 일시), 시작일, 종료일 금액 등을 수립하며 이 

중 경제적 지원에 대한 사례개입계획의 경우 배분심의를 통해 확정되어 클라이

언트에게 후원금을 지급한다.

<표1> 서비스 지원 내용

○ 클라이언트 서비스 점검

클라이언트에게 지원한 서비스를 점검하여 욕구를 재 사정하고 종결계획을 수

립한다.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하나,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따라 내방상담, 전화상

담, 협력기관 협조 등을 방법을 통해 실시한다. 

○ 종결

서비스 점검 및 재 사정에 근거하여 필요 시 상시 종결한다.

○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기관 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한 서비스 및 자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클라

이언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회 내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

적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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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자원배분

빈곤가정지원사업은 재단의 대표적인 현금이전(Cash Transfer) 프로그램으로서 

각각의 욕구에 대응하는 현금지원이 주요 개입방법이다. 재단에서는 이를 위해 

매년 10월 이듬해의 권역별 현금지원 배분금과 목표아동 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배분된 예산 내에서 권역별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경제적 지원의 자원은 자원처, 지원 금액, 주기 등에 따라 ‘표준지원금’과 ‘표

준지원금 외’ 자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표준지원금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후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매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한다. 표준지원금의 대상은 ‘클라이언트 근황

조사’를 통해 지원 및 종결 그리고 지속여부를 결정하며 신규 아동의 사례개입계

획은 12월에 수립하여 이듬해 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표준지원 외 

자원은 ‘긴급사례 일시지원’, ‘지역기반 현금지원’ 등 권역별 배분금 총액의 각각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수시로 접수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 정기적으로 배분되는 자원을 말한다. 그 외 방송후원금, 

지정후원금 등 방송을 통해 모금되거나 후원자가 직접 대상과 지원방식 등을 지

정하여 지급되는 후원금 등이 있으며 이 모두를 ‘표준지원금 외’ 라고 통칭한다.

<표2> 경제적 지원의 자원구분별 내용

자원명(자원내용) 자원설명 지원 금액 주기 비고

표
준
지
원
금

표준지원금 
일반배분

일반 배분금 후원금 pool로 
유입되어 기관 및 재단의 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후원금

월 5 ~ 
10만원

매월
정기결연금

(기업, 
지정결연

후원)

기업과 협약을 맺어 후원금 pool로 
관리하거나, 지정결연 후원자가 

납입하여 지원되는 후원금

기업 및 
지정결연

후원자별로 
상이

결연금이 
표준지원금 
미만일 때, 

국내자원에서 
부족분을 지원

표
준
지
원
금
외

방송 
후원금

방송을 통해 모금, 관리되어 
지원하는 후원금

1천 만 원
~  

3천 만 원 일시
정기

지정
후원금

후원자가 목적, 대상, 지원방식 
등을 지급하는 후원금

지정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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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곤가정지원사업의 현황

빈곤가정지원사업의 배분 현황 및 규모 분석에는 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FMS(Fund Management System)3)의 결산자료 및 CMS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1) 빈곤가정지원사업 배분금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에 약 360억 원이 지원되었

으며 2014년에는 이보다 약 10억 원 증가된 약 370억 원이 지원되었다. 지원대

상의 수는 2013년 58,209명, 2014년에는 40,320명으로 약 18,000여명이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줄어든 것에 비해 지원총액이 늘어난 것은 

대상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후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지원총액

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지원총액은 매년 재단 전체 국내사업

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7개 사업 중 사업비 규모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3> 연도별 지원총액 및 실 인원

연도
지원액 대상자 수

(실 인원)총액 권역별 배분예산 권역별 배분예산 외

2013년 36,018,241천원 22,052,826천원 13,965,415천원 58,209명

2014년 37,054,878천원 22,550,716천원 14,504,162천원 40,320명

(2) 세부사업별 지원추이

빈곤가정지원사업 지원총액에서 각 세부사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4년 지원

3) FMS(Fund Management System)이란 후원자의 후원프로그램 신청 내역에 따른 후원금 입금과 지급에 관한 정보
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산시스템으로 후원금 배분 및 지급을 위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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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을 기준으로, 보육비 25.9%, 학습비 58.2%, 의료비 12.4%, 주거비 3.5%이

며, 지원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보육비 26%, 학습비 71%, 의료비 2%, 주거비 

1%이다. 각 세부사업의 1인 연평균 지원금은 2013년 기준 보육비 약 42만원, 

학습비 약 63만원, 의료비 약 600만원, 주거비 약 329만원이며, 2014년에는 보

육비 약 92만원, 학습비 약 75만원, 의료비 약 564만원, 주거비 약 320만원이다. 

<표4> 서비스 자원별 연간 지원액 및 실 인원

서비스명
2013년 2014년

실 인원(%) 총 지원액(%) 실 인원(%) 총 지원액(%)

보육비 

지원
26,988명(46.4%) 11,408,044천원(31.7%) 10,449명(26%) 9,600,260천원(25.9%)

학습비 

지원
30,083명(51.7%) 18,894,957천원(52.5%) 28,544명(71%) 21,574,401천원(58.2%)

의료비 

지원
722명(1.2%) 4,346,671천원(12%) 814명(2%) 4,590,528천원(12.4%)

주거비 

지원
416명(0.7%) 1,368,567천원(3.8%) 404명(1%) 1,289,688천원(3.5%)

전체 58,209명(100%) 36,018,241천원(100%) 40,211명(100%) 37,054,878천원(100%)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중 가장 많은 지원 대상 수과 지원금을 배분하

는 서비스는 ‘학습비’로 매년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보육비’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체 배분금의 85% 이상을 자치하는 학습

비와 보육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14년의 1인 지원금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후원금을 실제 자원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

여 각각의 욕구를 충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 중 

아동의 학습과 관련된 욕구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의료비와 주거비 지원의 경우 보육비와 학습비 지원에 비해 지원대상의 

수와 총 지원액이 미비하지만 각각의 욕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총액을 현실화하여 필요금액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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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의 일반적 특성

지원대상의 특성은 나이, 가족유형, 생활수준, 관리기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2014년 12월 기준 CMS 및 복지사업 실적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지원대상의 나이는 만16세-18세인 고등학생이 전체 대상자의 3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13세-15세(24.5%), 만7세-12세(19.1%), 만19세-23

세(16.9%), 만0세-6세(4.3%), 만24세 이상(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의 

81%가 아동(만0세-18세)으로 ‘아동이 속한 가족의 빈곤’에 대한 지원이 빈곤가

정지원사업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 지원대상의 나이 (2014년 12월 기준)

나이
만0세

~6세

만7세

~12세

만13세

~15세

만16세

~18세

만19

~23세

만24세 

이상
총계

대상

자수

1,524명

(4.3%)

6,696명

(19.1%)

8,583명

(24.5%)

11,265명

(32.2%)

5,905명

(16.9%)

1,062명

(3%)

35,035

명

다음으로, 지원대상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한부모 모자가정이 전체의 27.3%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자녀가정(19.7%), 시설거주아동(18.3%), 한부모 

부자가정(9%), 조손가정(8.6%), 대리양육(8.1%), 친인척위탁가정(2.7%)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표6> 지원대상의 가족유형 (2014년 12월 기준)

가족

유형

부모자녀

가정

한부모 

모자가정

한부모 

부자가정
조손가정 일반위탁 대리양육 총계

대상자수

(%)

6,911

(19.7%)

9,578

(27.3%)

3,159

(9%)

3,022

(8.6%)

490

(1.4%)

2,821

(8.1%)

35,035가족유형 친인척위탁
비지정 

일반위탁

법정 

소년소녀

가정

형제자매

가정

시설거주

아동
기타

대상자수

(%)

948

(2.7%)

18

(0.1%)

430

(1.2%)

235

(0.7%)

6,397

(18.3%)

1,02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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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아동의 지원과 발달

1) 빈곤아동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

빈곤아동(child poverty)이란, 아동이 속한 가족 또는 대리가족의 빈곤을 의미

하며(김미숙, 2010) 아동 개인의 빈곤이라기보다 아동이 속한 가구의 빈곤을 지

칭한다(Rossa, Deng, Nair, & Lockhart, 2005; 배화옥, 2008 재인용). 아동은 

스스로 근로능력이 없고 보호자의 ‘가구소득 상실’로 발생된 빈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과 달리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근로기회의 박탈’이 아

닌 근로능력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 가장 취약한 집단에 해당된다(김미숙, 김은

정, 이수진, 2013).

‘빈곤한 가족’에 속한 아동에 대한 판단기준 즉, 아동의 빈곤과 비빈곤을 구분 

짓는 기준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빈곤이란 가구소득의 부족, 낮은 지출비용, 

열악한 주거상태, 낮은 수준의 건강상태와 교육수준 등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

활상황을 의미한다(Förster and d'Ercole, 2005; 김미숙, 2007 재인용). 그러나 

빈곤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쉽지 않은데 이는 각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이 중

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에 따라 빈곤개념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4)(이태진 

외, 2011; 정은희, 최새은, 이상균, 하태정, 2013). 다시 말해, 빈곤의 판단기준

은 기본적 욕구에 대한 충족여부에 따라 달라지며(이태진 외, 2011) 대체로 자원

이 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상태를 

빈곤한 상황으로 고려해(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2005; Sauders, 

2004) 필요한 자원과 기본적인 욕구를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방법이 달라진

다(정은희 외, 2013).

빈곤은 이와 같이 각기 달리 개념화되며 주로 사용되어 온 빈곤기준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그리고 주관적 빈곤이다. 절대적 빈곤이란 객관적으로 정한 

4)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빈곤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빈곤을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의 빈곤선을 설정한 오션스키(Orshansky, 1965)에 의하면, 아름다움(미)이 사람마다 달라지듯 빈곤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김미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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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도 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빈곤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상대적인 빈

곤이란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빈곤으로 여기는 것이

며, 주관적 빈곤이란 당사자의 체감수준에 따라 정의된다(김미곤, 2006). 이 같

은 빈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행복감 등 개인이 느끼는 욕구에 기반하고 있어, 

각자 느끼는 빈곤감은 다양하게 정의된다(여유진 외, 2005).

빈곤의 문제를 아동중심으로 살펴본 서구의 많은 연구에서 가구소득과 아동발

달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Brooks-Gunn & Duncan, 1997; Duncan & 

Brooks-Gunn, 1997; Haveman, Wolfe, & Spaulding, 1991; Huston, 

McLoyd, & Garcia Coll, 1994; Jencks & Phillips, 1998; Keating & 

Hertzman, 1999; Yeung, Linver & Brooks-Gunn, 2002).

특히, 가족의 빈곤한 상황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은 인적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과 가족과정모델(Family Process Model)에 의해 

소개되고 있다(Yeung, Linver, Brooks-Gunn, 2002). 빈곤가족은 경제적인 어려

움으로 자녀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줄이고 자녀에 대한 교육적 투자비용은 더욱 

줄여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발달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된다는 설명이 인

적자본이론이고, 비물질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족기능의 부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결국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가족과정모

델에서의 설명이다(김광혁, 2008; 김광혁, 김진아, 강수진, 2013).

먼저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을 보면, 이 이론은 실물자본처럼 

인적자본도 투자에 의한 축적이 가능하고 투자로 인해 개인 생산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기본전제 하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과 효과를 중요하게 다룬

다(Becker, 1981; Schultz, 1961). 즉, 빈곤한 가정의 부모는 대체로 부유한 가정

의 부모나 가족에 비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보유자원(가구소득)의 대부분을 

사용함으로써, 정작 아동의 미래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교육과 기술 등의 투자는 

제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인지적 발달 및 학업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Becker & Tomes, 1986). 빈곤한 상황이 되면 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교

육적 지원이나 양육환경 및 양육비용에 대한 투자보다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Becker & Tomes, 1986; Guo & Harri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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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ley & Corwyn, 2002; Linver, Brooks-Gunn & Kohen, 2002; Eamon, 

2002). 아동의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투자는 아동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다양

한 인지자극, 사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여 및 의식주지원과 건강관리, 

가정 내 물리적 및 정서적 환경 제공, 적절한 지역사회 환경과 학교선택 등 다

양하다(Brooks-Gunn & Duncan, 1997; 오승환, 김광혁, 2012 재인용).

또 다른 빈곤과 아동발달에 대한 설명으로는 가족과정모델(Family Process 

Model) 혹은 가족스트레스모델(Family Stress Model)5)이 있다. 인적자본이론이 

경제적 관점에 주목하고 있다면, 이 모델은 비경제적인 가족관계나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에 초점을 둔다(Conger et al., 1992; Conger, Conger, & 

Elder, 1997; Duncan, Brooks-Gunn, 1997; Guo & Harris, 2000; Linver, 

Brooks-Gunn & Kohen, 2002; Yeung, Linver & Brooks-Gunn, 2002).

가족과정모델은 가족빈곤이나 소득의 감소가 부모의 정서적 안녕이나 스트레

스 그리고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등 가족과정 속에서 아동의 정서적 발달

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다룬다(McLoyd, 1990; Conger et al., 1992; 

Huston et al., 1994; Conger et al., 1997). 이에 따르면 낮은 가구소득이나 가

구소득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반응과 인지에 따라 가족과정과 

가족간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Conger et al., 1992; Huston et al., 1994; 

Conger et al., 1997). 즉, 소득수준이 낮은 빈곤가족 혹은 급격한 소득 감소를 

겪는 빈곤가족은 식생활은 질이 낮고 이웃환경에 안전에 위험이 있는 열악한 생

활조건에 놓여 있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

한 고민으로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다. 부모의 높아진 스트레스 수준은 부

부갈등과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와 정서적 지지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아동의 부정적인 자기가치와 유능감 그리

고 부정적인 학업성취로 연결된다(McLoyd, 1990; Conger et al., 1997).

5) 가족과정모델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수행된 실업이나 극심한 경제적 박탈이 부부관계 
및 자녀의 생활 등 전반적인 가족 기능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연구들이 모태가 되어(Elder, 1974; Elder et al., 
1988) 1980년대 이후 Conger와 그의 여러 동료들에 의해 수행된 다수의 연구들(McLoyd, 1990; Conger et al., 
1992; 1997; 2002)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면서 아동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 경로를 설명하고 있는 현재의 가족
스트레스모형이 형성되었다(Conger et al., 2007; 오승환, 김광혁, 20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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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가족과정모델은 경제적 결핍과 경제적 부담으로 발생된 부모의 스

트레스가 또 다시 가족기능 및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부

모의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감소하는 등 부적절한 양육태도로 나타나 결국

에 아동의 자존감, 유능감, 자기통제력, 학업성취 등에 부정적인 발달 결과를 만

든다(Yeung, Linver, Brooks-Gunn, 2002). 따라서 빈곤이 부모의 정서적 안녕

감이나 스트레스,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가족과정 속에 아동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그림1]과 같다(McLoyd, 1990; Conger et 

al., 1992; Conger et al., 1997; 김광혁, 2008).

[그림1] 가족과정모델의 모형 (김광혁, 2008)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과정모델과 인적자본이론을 각각 다루기보다 양자가 결

합된 모형을 적용한다(Guo & Harris, 2000; Yeung, Linver, Brooks-Gunn, 

2002; 구인회, 2003; 김광혁, 2007). 이는 빈곤으로 인한 아동의 발달문제에 인

지능력 및 학습능력 발달은 인적자본이론을 통해, 가정 내에서의 가족관계 및 아

동의 심리정서 발달은 가족과정모델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 

때문으로 판단되며(Yeung, Linver, Brooks-Gunn, 2002) [그림2]와 [그림3]과 

같이 두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시도들을 통해 점차 빈곤으로 인한 아동발달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인 개입 방안 구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김광혁, 

2008; 김광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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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인적자본이론과 가족과정모델의 결합모형 (김광혁, 2008)

[그림3] 인적자본이론과 가족과정모델의 혼합모형 (김광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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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아동지원 정책과 서비스

빈곤아동을 위한 소득지원 또는 프로그램(서비스) 지원정책은 곧 현금 (Cash)지

원과 현물(In Kind)지원으로6) 나누어진다. 현금지원은 공공부조와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 또는 ‘사적이전’을 통한 소득지원이고, 현물지원은 빈곤아동의 통합적인 

아동발달을 위한 다양한 통합지원 사업(서비스)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스타트사

업’들이 대표적이다. 공적이전 소득지원은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의 형태로 

가구주가 실업, 저임금, 다양한 가족위기에 처해 근로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때 국

가로부터의 지원받는 이전소득이다(김미숙, 조애저, 배화옥, 김효진, 홍미, 2007).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공적이전 소득지원정책이지만 수급

율이 3% 밖에 되지 않고, 수급가구로 선정되어도 빈곤아동을 위한 적절한 보호와 

교육의 현금지급액은 미비한 수준이라 빈곤가족의 아동양육부담에 대한 경감지원

책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김미숙 외,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빈곤아

동가구의 탈빈곤이 쉽지 않고 ‘공공부조’를 통한 빈곤아동 경감이 현실적으로 어

렵다면7) 빈곤가정 소득증대를 위한 ‘아동수당’ 도입 등의 다른 지원방법이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투자비용이 예상되므로 국민적 합의가8) 

선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정책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빈곤감소를 위해 현금(Cash)과 현물(In Kind)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빈곤가구의 소득보충을 위한 현금지원이 핵심적인 정책으로 여겨

지나 아동발달, 사회적 배제감소, 조기교육․보육 등을 위한 여러 가지 현물지원도 

6) 보다 크게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분류하면 현금지원과 세제혜택, 현물지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금지원에
는 공공부조, 아동수당, 한부모수당, 임금보조, 모성보조, 실업보험, 아동지원금이 해당되고, 세제혜택은 세금면제, 
세금공제 등이 있으며, 현물급여에는 조기교육서비스,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이 있다(김미숙, 2013).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가정의 중학생 이상 아동에 대한 교육급여, 장애아동의 장애아동부양수당 월 10
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제공하고 있고,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로 월 5
만원 지원하고 있다. 입양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현행제도는 
빈곤아동가구의 탈빈곤을 위한 제도로는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김미숙, 2013).

8)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초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대책수립과 관련하여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
격화되었다. 김수정(2006)은 아동의 연령을 2007년 0세부터 매년 1세씩 올려 2020년 만13세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급여액은 기본 식료품비가 10만원선이라는 점에 기반해 월 10만원으로 제시하였다. 이선주 외
(2006)는 아동의 연령을 의무교육연령인 만15세로 제한하고 급여액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주어지는 양육지원금이 
월5~7만원인 점을 고려해 보편적인 아동수당급여는 이를 초과하기 어렵다고 보고 월5만원으로 제시하였고 최상위 
30%이하의 고소득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심미례(2006)는 아동의 연령을 아동복지법과 동일하게 만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급여액은 월10만원을 제시하였으며, 최상위 20% 이하는 소득계층은 제외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정찬미, 이상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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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공되고 있다(Whiteford & Adema, 2007; 김미숙 외, 2007). 대표적인 

빈곤아동대상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캐나다의 페

어스타트(Fair Start), 영국의 슈어스타트(Sure Start), 호주의 베스트스타트(Best 

Start)이며 우리나라의 위스타트(We Start), 드림스타트(Dream Start) 등도 같은 

통합지원 사업이다(홍순혜, 정소연, 방진희, 엄경남, 2013).

이와 같은 빈곤아동을 위한 현물(서비스 및 프로그램)제공은 빈곤아동을 지지

하는 사회적 보호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방과후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학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빈곤아동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Jessor, 1992; 정익중, 김혜란, 홍순혜, 박은미, 허

남순, 오정수, 2005 재인용). 그러나 연구결과 빈곤아동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학업외의 학습 기회, 스포츠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 등 다양한 요소들

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erson & Fox, 2004; 정익중 외, 2005 재인용).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빈곤아동을 만18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복지사업인 ‘빈곤가정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가정 아

동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을 통해 경제적인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아동이 성

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지원해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의 대상은 ‘지원이 필요한 만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으로 

욕구사정 후 수립된 사례개입계획에 따라 보육비, 학습비, 의료비, 주거비 등 후

원금을 매월 지급하고 연1회 전체 지원아동을 대상으로 ‘클라이언트 서비스 점

검’9)을 실시함으로써 욕구 및 서비스의 재사정 과정을 거쳐 사례개입계획을 수

정하고 서비스 종결을 결정한다(어린이재단 복지사업 업무지침, 2015).

이러한 어린이재단의 빈곤가정지원사업은 대표적인 현금이전(Cash Transfer)프

로그램으로서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서 설명하고 있는 빈곤으

로 인한 부정적인 아동발달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개입방법에 해당된다. 즉, 빈

곤아동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현금지원은 아동발달에 도움이 되는 빈곤가구의 기

9) 매년 6월~9월 약4개월간 전체 지원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이때 가정방문이 원칙이나 내방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
담, 협력기관 협조 등의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 진행한다(어린이재단 복지사업 업무지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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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자원(가구소득)을 보충해줌으로써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최적의 용도에 그 가정

의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된다(Barrientos & DeJong, 2004, 

2006; Hao, L., 1995).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현금지원(아동수당, 공적이전소

득, 사적이전소득 등)은 빈곤감소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에서 빈

곤아동을 위한 중요한 개입방법의 하나로서 평가 받는다(Barrientos & DeJong, 

2004, 2006; 김미숙 외, 2007) 

그러나 현금지원의 단점은 빈곤아동가구의 기본자원(가구소득)의 보충이 아동

에게 혜택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소비(혹은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빈곤가정의 가정 시급하고 어려운 다른 문제해결에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지적들을 고려해 어린이재단의 빈곤가정지원사업도 온전하게 현금

지원만 제공하고 그 사례를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있어 

지역사회 내 여러 신뢰할만한 협력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빈곤아동에게 필

요한 다른 현물지원(사례관리, 서비스 및 자원 제공)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어린

이재단 복지사업 업무지침, 2015).

하지만 역시 현물지원도 실제 빈곤아동(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현물자원을 

지역사회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지 또 욕구에 적합한 제공이 효과적으로 가능

한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대부분 빈곤감소정책은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이 함

께 제공하고 있으며(Barrientos & DeJong, 2004, 2006; Hao, L., 1995) 빈곤아

동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 역시 현금지원(아동수당, 공․사적 이전)과 현물

지원(위스타트, 드림스타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등)이 함께 제공되는 형태

로서 빈곤아동의 긍정적인 아동발달을 돕고자 한다(김미숙 외, 2007; 김광혁, 

2012; 홍순혜 외, 2013). 그러나 대체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때, 

빈곤아동을 위한 현금지원은 곧 그 가정의 직접적인 지출증가에 보탬이 됨으로, 

빈곤아동 가정의 삶의 질 개선에 전반적인 도움이 되며(Barrientos & DeJong, 

2004, 2006; Hao, L., 1995) 따라서 빈곤아동을 위한 현금지원은 빈곤감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입방법이다(김미숙 외, 2007).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빈곤아동’은 기본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이 

함께 겪는 가족빈곤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빈곤한 아동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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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득보장(충)지원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 판단

된다. 더욱이 현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빈곤가정지원사업은 공공이 아닌 민간

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요원한 우리나라에서 빈곤아동을 위한 인적자본이론과 가족스트레스모델이 동시

에 고려된 개입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다분하다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이 민간영역에서 빈곤아동가구에 제공하는 정기적인 현금지원(직

접제공)과 현물지원(간접제공)의 성과를 확인하고자 하며10), 이를 통해 향후 우

리나라 빈곤아동 지원정책 도약에 중요한 근거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3. 성과측정 방법으로서 논리모형에 관한 연구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성과’ 관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조직이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국가와 

사회에 입증해야하는 이른바 ‘책무성(accuntability)’에 대한 요구의 증가(Kettner, 

Moroney & Martin, 2008) 때문으로 보인다(이봉주, 2013). 이러한 책무성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 된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사

회복지조직이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대와 목적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

입함으로 ‘프로그램의 책임성’이 곧 그 ‘조직의 책임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책무성’의 요구는 이제 지원에 대한 실적보고의 수준을 넘

어, 사회문제가 되는 현상이나 표적집단의 욕구에 얼마나 잘 부합하여 지원 결과

가 성과로 이어졌는지, 이를 보여주어야 하는 수준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김영

종, 권순애, 2003).

따라서 성과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 평가’11)도 사회복지조직

10) 최근 빈곤아동을 위한 서비스영역에서 성과와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전문적인 책
임성과 서비스 질 향상의 필요와 외부적으로는 사업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 입증 요구
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곤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성과분석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사업의 실행이 아니라 성과분석의 모형이 성립되지 못하기도 하
고 체계적인 성과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 등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나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과분석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성과분석의 전문성과 체
계성도 점차 틀을 갖추어가고 있다(김광혁, 2012).

11) 프로그램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된 활동으로서, 프로그램 평가란 프로그램을 통해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다(Wholey, 1981; Rossi et al., 1999; 김지혜, 2004 재인용). 즉, 프로그램 평가는 
의도한 바대로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으로서 여기에서 의도하는 바를 명백히 하는 것 자체가 곧 프로
그램의 기획이며, 그 기획에 맞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바로 프로그램 평가이다(이봉주, 김기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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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무성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보다 정교화 된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

함으로써 개입하고자 했던 문제와 표적집단의 욕구가 제대로 분석되었는지, 혹시 

투입된 자원의 낭비는 없었는지, 서비스 결과로 기대했던 최종적인 성과가 나타

났는지 등 전반적인 점검이 가능하다(이봉주, 김기덕, 2014). 국내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평가는 크게 연구자 중심의 평가와 현장 중심의 평가로 나눠지고, 전자

인 연구자 중심의 평가가 외부요인을 최대한 통제한 과학적인 평가 절차로서 프

로그램의 순수효과를 발견하고자 하는 반면 현장중심의 평가는 연간 프로그램 

참여인원 및 투입비용을 중심으로 한 실적산출에 주된 목적이 있었고(김지혜, 

2004) 국외에서는 프로그램 평가가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개발되어 평가의 목

적과 유형에 따라 접근방법12)이 다양하다(이봉주, 김기덕, 2014).

성과측정의 한 방법으로서 프로그램 평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회복지현장

에서 활용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현장의 상황을 통제한 과학적인 평가의 시행

은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면이 있고 반면에 투입 혹은 실적관련 지원정보로 프

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존의 산출 중심의 평가방식도 평가 엄밀하지 못한 

설계라는 한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 성과측정을 위한 프로그램 평가들

은 사회복지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포함해 측정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의 활동 수준이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측정되고 있다(김지혜, 2004).

1) 프로그램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성과에 관한 노력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현장중심의 

프로그램 평가들은 최종적인 산출결과에만 초점을 두었고, 이를 곧 프로그램의 성

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방법은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이 제대로 고려

되지 않아, 산출된 결과와 현장간의 괴리를 줄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이봉주, 

김예성, 임정임, 2009). 또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결과만 다룸으로서, 프로그램이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 낸 내부적인 과정들을 자세히 알기가 어려웠다(김지혜, 2004).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 이론(program theory)’13)에 바탕을 

12) 전통적인 모델, 사회과학 모델, 블랙박스(Black Box) 평가모델, 목표기반 평가모델, 책임성(accountability) 모델, 
임파워먼트 평가모델, 이론기반평가모델 등이 있다(이봉주, 김기덕, 2014).

13) 즉, 프로그램 이론이란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의도한 결과를 산출하는 원리를 논리적으로 제시한 진술이자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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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평가방법이 도입되었고, 평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의도하였던 결과가 산출

되는 원리를 논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점차 더 노력하고 있다(이봉주, 김예성, 임

정임, 2009).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사회복지 현장은 늘 가변적인 상황이 발생해 최종적인 

프로그램의 산출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과정이 하나의 블랙박스(black box)에 담

겨 있다고 여겨진다(Savas et al., Rossi et al., 1999; 김지혜, 2004 재인용). 프

로그램 이론은 이와 같은 블랙박스 현상에 주목해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활동과 

산출되는 결과간의 논리적인 연결 관계를 찾음으로써 프로그램이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상황적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기술하고자 하는 시도

이다(김지혜, 2004). 이를 통해 체계적이지 않아 보이는 프로그램의 블랙박스에 

존재하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된다(이봉

주, 김예성, 임정임, 2009).

다시 말해 성과측정 방법으로서 프로그램 이론14)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현장의 요구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현장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경험적인 아이디어

와 조합되고 재구성된 채로 제공되기 때문에,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현장 프로그

램 활동들과 의도하였던 결과간의 논리적인 구조를 발견하도록 프로그램 이론이 

도와줌으로써 보다 현장에 긴밀한 평가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김지혜, 2004).

2) 논리모형 적용에 관한 선행연구

프로그램 이론이 프로그램의 작동원리에 대한 암묵적 가정에 가깝다면, 가정을 

찾고 구체화하는 하나의 방법적인 수단으로서 논리모형이 활용된다(김동립, 이삼

열, 2011). 모든 프로그램의 기획은 문제분석에서 시작되고, 문제의 확인과 욕구

그램 평가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체만으로도 프로그램이 가지는 가정을 구체적으
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연구의 독립적인 과정에 해당하는데, 왜냐하면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기대하는 효과와 개
별 활동들 간의 연결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이봉주, 김예성, 임정임, 2009). 

14) 프로그램 이론에서의 ‘이론’은 검증된 사회과학이론 보다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암묵적 가정에 가깝다. 
그러나 ‘평가’의 역할은 프로그램의 가치를 판단하는 실무적 작업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실험결과를 다시 지식으로 
환원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프로그램 이론은 전자의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프로그램논리, 프로그램모델 
등의 용어가 보다 적합하겠으나, 또 연구와 실무의 통합이라는 관점 보면 프로그램이론이란 용어가 바람직하다 여
겨진다(김동립, 이삼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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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절한 성과와 개입활동이 결정되어진다(김영종, 권순애, 

2003). 논리모형15)은 확인된 문제해결을 위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고 실행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도해(diagram)로서(Bickman, 1987) 개입이 필

요한 문제나 상황분석, 프로그램의 투입, 산출 및 그에 따른 성과 등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Wholey, 1983, 1987; Chen, 1990).

즉 논리모형이란 프로그램 의도가 활동을 통해 성과로 이어지는 논리적인 연

결 관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은 논리모형을 프로그램 

이론구축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Julian et al., 1995; Savas et al., 1998; 

Cooksy et al., 2001; Solomon, 2002)16). 왜냐하면 특정 프로그램의 과정과 성

과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도구이면서 현장 프로그램 실무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도구가 되어주기 때문에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 논리모형은 유용하다

(이봉주, 김예성, 임정임, 2009).

요약하면 논리모형이란 어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initiative) 

또는 개입(intervention)의 근본적 논리를 묘사한 단순화된 도해(graphic display)

로서(Cato et al., 1998; Renger & Titcomb, 2002), 구성요소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설득함으로써 그 프로그램 타당성을 확보하고자하는 합리적인 

모형이다(Bickman, 1987). 따라서 논리모형은 프로그램 자원 및 활동 그리고 의

도된 결과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또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이론이나 가정들을 

보여줄 수 있다(McLaughlin & Jordan, 1999; Renger & Titcomb, 2002). 그리

고 지금까지의 프로그램 평가방법들이 투입과 산출이란 단선적인 평가에서 거의 

15) 논리 모델의 기획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Kellogg Foundation, 2001) 첫 번째는 이론적 접근 유형
(theory approach model)이다. 이는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개입이론을 설명한다. 즉,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나 이슈들을 다루면서 해결전략의 선택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왜 실행되어야 하고, 어떻게 실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성과접근모델(outcomes approach model)로서 이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안에서 기대되어지는 결과에 대해, 자원과 활동을 연결 한다. 이 모델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의 성과와 
영향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평가하는 데에 주로 활용된다. 세 번째는 활동접근모델(activity approach model)로서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다양하게 계획된 활동들을 연계해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김영종, 권순애, 2003).

16) 기존의 문헌들에서 크게 두 가지의 목적으로 논리모델이 활용되는데, 하나는 실제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목
적으로, 논리모형은 평가를 위해 수집해야 할 정보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Cooksy et al., 2001; Pecora, 2004). 
따라서 투입된 재정과 인력, 성과로 기대되는 수치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다.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에 대한 논리
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논리모델은 프로그램 이론을 구축하고 정교하게 하기 위해 활용되며(Crane, 
2000), 이는 현장 실무자들의 경험적 지식과 암묵적 가설로 묻혀있던 프로그램의 작용원리를 발견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다(김지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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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지 못해 개입으로 결과가 발생되는 전체 과정을 설명할 수 없었던 반면 

논리모형17)은 투입과 산출의 전환과정 즉, 블랙박스(black box) 안의 구성요소

들과 시스템의 논리가 투명상자(white box)되도록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Dyehouse et al., 2009)18).

이러한 유용성 때문에 논리모형(logic model)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외연

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미국에서는 개입 계획하거나 프로그램을 관리 등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결정에 판단근거로 활용되고(Wholey, 1979, 1983; 

Wholey, Harpy & Newcomer, 1994) 캐나다는 공공 프로그램의 성과관리체계

인 ‘결과기반 경영 및 책임성’ (Results-based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평가 프레임의 필수요소로 사용되고 있다(이석민, 2011).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논리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 평가연구가 많지 않은데 논리모형의 방법론에 관련 

연구(노화준, 1986; 김영종, 권순애, 2003; 김동립, 이삼열, 2011, 전준구, 2013)

와 정책(사업,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연구들 나눠진다(김은경, 2015).

논리모형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논리모형의 한계점에 대한 지적들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데, 논리모형을 단순한 하나의 템플릿으로 간주해(조근태 외, 

2006, 김복규·윤진효, 2008) 프로그램 본질이나 프로그램 논리파악에 대한 숙고

가 부족한 채(이석민, 2011) 과정을 무시하고 지표들을 도표에 집어넣거나

(Renger&Hurley, 2006) 프로그램 구성요소와 성과지표들을 단순 배열해(이석민, 

2011) 프로그램과 실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Funnel, 

2005) 유의점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복지현장 중심의 평가실무에서 논리모형의 활용이 증가

하며 정책, 사업,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 다양한 현장의 필요성에 맞게 수정․보완

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는 장애학생들의 현장중심 직업

17) 논리모형에서의 이론(Theroy)은 거대이론이 아니라 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할 것이고 왜 작동하는가와 관련된 
기대 또는 가설에 가깝다. 즉 절대적인 진리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고, 특정 활동 또는 행위가 관찰된 효과
와 결과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론을 의미한다(Patton, 1997). 프로그램
이론과 논리모형의 차이점은 분명하다. 양자를 구분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며(Weiss, 1997; W. K. 
Kellogg Foundation, 2004; 노화준, 2008), 프로그램이론과 논리모형을 구분해 사용한다(Bickman, 1987; 
Donaldson, 2003). 정리하자면 프로그램이론이란 ‘프로그램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가정’이며, 논리모형은 ‘이
러한 프로그램 이론을 표현하는 수단’에 해당된다(이석민, 2011).

18) 하지만 유의할 점은 논리모형은 기대하는 변화를 보여주고자 하는 분석도구이지, 조직 추구하는 목표달성의 청사
진을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다(Westmoreland & Rosenberg, 2009; 이석민, 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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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분석(이창희, 박경순, 2011),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의 민원서비

스 성과분석(조상명, 김일태, 남재걸, 2011),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평가의 타당

성과 정당성 제고위한 평가모형 개발연구(임지연, 김영석, 2013),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황윤주, 이희수, 2014), 우리나라 성주류화 정

책에 대한 성과분석(김학실, 2014) 그리고 보훈재가서비스 성과분석(이영자, 

2014)과 외국인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평가(조현민, 2014) 마지막으로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평가(김은경, 2015) 등이 논리모형을 주요한 분석틀로 사

용한 평가연구로 확인되었다.

또한 민간섹터에서는 유일하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액이 어떻게, 어떤 

사회적 변화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 성과측정의 한 방법으로서 논리

모델을 활용해왔다(최재성, 이영범, 오인근, 임진섭, 홍근석, 2006; 김교정, 김신

열, 권순애, 2008; 석재은, 김가율, 이민영, 200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각 지

역사회에서 모금된 금액을 타기관의 사업에 배분하는 현금이전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총량의 재원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과연 어

떠한 실태의 변화와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아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의 성과측정에 관심을 기울여왔고(석재은, 김가율, 이민영, 

2009) 또 보급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 성과측정의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고 실무자들에게 논리모형

에 입각한 성과측정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일선 현장에서의 

논리모형을 통한 성과측정의 보급은 활성화되기 어려웠다(김교정, 김신열, 권순

애, 2008).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공급량이 늘고 있는 만큼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측정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봉주, 2013). 이에 성과측정의 바탕이 되는 프로그램의 논리 구축이나 블랙박

스로 가려진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 대한 측정은 더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 여겨

지며, 명확하게 진행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어린이재단 빈곤가정지원사업 성과

지표의 도출에 유용하리라 판단되는 논리모형의 틀을 종합해19) 적용하고자 하

19) Sidani&Sechrest(1999), Savas(1998)의 분석틀을 재구성한 김지혜(2004)와 Savas, Fleming, Bolig(1998)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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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6단계로(클라이언트 체계조건, 프로그램 구성요소, 활동, 매개적 성과, 

도구적 성과, 궁극적 성과) 구성된 분석 틀로서 자세한 개념 틀에 대한 소개는 

다음 연구방법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4. 논리모형의 적용 

지원성과 평가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의 실천은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사회복지현장은 사업이나 

프로그램 담당 실무자들이 평가업무를 담당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고 또 전문

적으로 평가모델이나 기술을 학습하고 훈련받을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평가는 정책결정의 바탕이 되는 근거자료

로서 점차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성과평가의 결과가 

성공 또는 실패이던 간에 모두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에 최적의 대안(개

입방법)을 찾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광혁, 2015).

프로그램 평가는 크게 수행평가와 성과평가로 나뉘는데 조직, 수행인력, 서비

스 및 프로그램 예산 등 진행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 수행평가이고 반면 효

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곧 성과평가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성과평가

의 틀로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논리모형으로 이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

하는지 설명하는 틀이라 할 수 있다. 또 논리모형은 프로그램 기초이론과 프로그

램이 기반 하는 가정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생산하는 사회적 

이익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생산되는지 일종의 ‘가정들의 체계적인 묶음’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논리모형은 <투입>→<활동>→<산출>→<성과>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해 

평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김광혁, 2015). 

성가평가의 틀로서 논리모형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바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주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실험설계 평가가 아니어도 나타난 결과가 제공된 프로그램

을 사용한 이봉주, 김예성, 임정임(2009)의 연구를 종합한 논리모형의 틀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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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결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이 어떤 경로를 통

해 기대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본적인 논리모형

에서 4가지 요소는 계획된 활동들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항들로서 ‘자원(투입)’

과 문제해결을 위해 달성될 필요가 있는 사항들로서 ‘활동’을 활동의 달성으로 

나타나는 서비스 전달로서의 ‘산출’ 그리고 활동들의 달성으로 나타나는 변화로

서 ‘단기 및 장기성과’가 있다(김광혁, 2015).

이에 어린이재단 빈곤가정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논리모형의 틀을 적용

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사업은 대표적인 현금이전(Cash Transfer) 프로그

램으로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빈곤아동이 겪는 다양한 어려

운 상황들을 개선하는 데 그 특성이 있다. 빈곤아동가족이 겪는 환경과 어린이재

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온 여러 개입방법들을 하나의 경로모형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는 일반적인 논리모형 4단계(투입, 활동, 산출, 성과)보다 좀 더 세부적인 과정

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클라이언트 체계조건, 서비스 구성요소, 활동, 즉각적 성

과, 매개적 성과, 궁극적 성과 총 6단계의 틀로서20) 어린이재단 빈곤가정지원사

업의 논리적인 체계도를 제시해보기 위해 활용하고자 하며 [그림4]와 같다.

[그림4] 논리모형의 틀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표적집단을 명시하고 클라

이언트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는 조건적인 상황을 기술하는 ‘클라이언트 

체계조건’으로 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기술을 의미한다. 두 번째

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단위를 간략하게 표현한 ‘프로그램 구

성요소’로서 이는 일종의 구체적인 활동들의 집합이자 활동들에 대한 개념적 구

성요소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현장에서 실무자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인 ‘활

20) Sidani&Sechrest(1999), Savas(1998)의 분석틀을 재구성한 김지혜(2004)와 Savas, Fleming, Bolig(1998)의 분석틀
을 사용한 이봉주, 김예성, 임정임(2009)의 연구를 종합한 논리모형의 틀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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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특정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한 방안들로서 그 프로그램이 구성된 요소들

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활동을 통해 즉각적으로 발생하

는 ‘매개적 성과’이고, 또 이를 통해 다섯 번째 단기적 효과인 ‘도구적 성과’가 

발생된다. 마지막으로 ‘궁극적 성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결

을 기대하는 부분으로서, 우려한 문제 상황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완충되어 개선

되거나 해소된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김지혜, 2004 재인용).

빈곤아동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이 논리모형의 가설적 경로를 재구성해보자면, 

먼저 빈곤으로 인해 아동의 발달이 저하된 ‘클라이언트와 체계조건’을 기술될 수 

있겠다. 또 클라이언트 욕구와 맥락적 상황이 고려된, 빈곤아동에 대한 적절한 

선별 및 사정을 통한 개입지점 결정과 개입내용이 바로 ‘서비스 구성요소’가 된

다. 이어서 빈곤아동의 욕구와 맥락적 상황에 따라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 되어지

는 데,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이 지원을 통해 빈곤의 영향으

로부터 일시적인 차단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매개적 성과’이다. 또 이와 같은 

매개적(즉각적) 성과의 연장선상에서 빈곤아동 인적자본에 대한 향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도구적 성과’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한 최종적인 결과로서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빈곤으로부터 탈출이 곧 ‘궁극적 성과’이다.

Ⅲ. 연구방법 

1. FGI를 통한 성과 도출의 과정  

본 연구의 ‘어린이재단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기관 실무자를 대

상으로 2회의 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과 본부 기획 및 사업담당와의 5

회에 걸친 심층논의를 통해 도출되었다. 앞서 다루어진 바와 같이 ‘빈곤가정지원

사업’은 어린이재단에서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며 진행되고 있다. 본 사업의 핵심적인 목표와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

기관 실무자들과 함께 1차 FGI를 실시하였고, 크게 4가지의 질문들을(주요한 클

라이언트는 누구인가, 기대하는 지원목표는 무엇인가, 투입요소들은 어떠한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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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활동내용은 무엇인가)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사업기관의 빈곤가정지원사업 담

당자(팀장 및 실무자) 5명과 함께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2차 FGI는 빈곤가정지

원사업 담당자(팀장 및 실무자) 5명과 함께 2시간가량 진행되었고 보다 세부적

인 토의를 위해 투입요소(체감하는 ‘표준지원금’과 ‘표준지원금 외’  지원 대상 

아동간의 차이, 업무투입비중, 지원기간 종결에 대한 판단 등), 활동내용(빈곤가

정지원사업 담당자로서의 실제 활동내용, 직접수행과 협력기관 등을 통한 간접수

행 간의 비율, 현금지원외의 제공서비스 등), 성과(현장에서 체감하는 즉각적인 

성과, 담당자로서 기대하는 클라이언트의 변화 등)관련 질문들을 중심으로 논의

가 진행되었다. 2차례의 FGI를 통해 도출된 ‘성과지표’(수정안)을 바탕으로 연구

진간의 회의(5회)를 통해 ‘성과지표’(최종안)이 구성되었다.

2. 실증분석을 통한 성과분석   

어린이재단 아동종합실태조사(2014년)는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2013년)

틀을 활용하여 조사되었으며, 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인 ‘빈곤가정지원사업’의 대상

아동가구를 목표모집단으로, 재단의 내부시스템(CMS)에 등록된 ‘현금지원을 받

는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를 조사모집단으로 규정해 지원아

동가구의 여러 가지 특성들(연령, 지원기간, 수급여부, 세대유형 등)을 고려해 

800가구를 추출하였다.

이때 어린이재단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표본수는 내부전산(CMS)에 등록된 아동

가구 케이스의 특징을 고려한 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와 같은 연령대

(만9-11세, 만12-14세, 만15-17세)로 나누어 적정 표본크기를 결정하였다. 즉, 

각 연령대별 아동 수를 기준으로 제곱근 비례배분법(각 연령대 아동 수의 제곱

근에 비례하여 배분)을 적용하였다. 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과 어린이재단 아

동종합실태조사의 예산과 소요시간 등이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800가구가 선정되

었고 이 모든 과정은 표본설계에 관한 통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어

린이재단 아동종합실태조사도 전문조사기관인 서울마케팅리서치에서 2014년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재단 내부전산시스템(CMS)에 등록된 아동800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두 조사 모두 가구당 보호자 1명과 아동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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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투입요소 지원 세부내용 측정방법

1 총 지원금
표준지원금

CMS 데이터 활용
표준지원금외

2 총 지원기간

후원금

클라이언트 추가조사사례관리

프로그램

3 지원아동 관리

SC 총 담당 사례수 담당자 추가조사

SC 총 사례담당 경력기간

CMS 데이터 활용직접관리

간접(협력)관리

4 지원유형

현금 지원여부

클라이언트 추가조사
현금+사례관리 지원여부

현금+프로그램 지원여부

현금+사례관리+프로그램 지원여부

을 조사원칙으로 하였고, 어린이재단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의 ‘시설아동’ 대상조

사의 경우 직접 면접의 어려움이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아동과 그 아

동의 시설 보호자가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7> 어린이재단 아동종합실태조사 추가조사 문항

지원유형

현금지원 서비스(프로그램)지원

공공 민간 현재 복지서비스 

월평균 

국민기초생활보

장급여금액

월평균 

민간보조금

액

월평균

어린이재단후원금

공공기관 민간기관

기존문항
기존

문항

어린이

재단

기타

(후원기간, 용도)
추가 서비스 필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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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설문은 가구일반사항, 사회성 및 정서, 가정생활, 인지 및 언어생활, 방

과후 생활, 건강 및 안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주거 및 지역 환경, 지출 및 소득 

등 9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 설문은 사회성 및 정서, 가정생활, 

언어생활, 학교생활, 방과후 생활, 건강 및 안전, 진로 및 아르바이트 등 7개 영

역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OECD 아동결핍지표는 UNICEF(2012)에서 개발

된 문항을 수정․보완한 것이고, 부모감독은 Caldwell & Brdealy(2008)의 가정환

경자극검사 문항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부모참여는 김정화(2004) 문항을 수정․
보완이며, 부모우울은 CES-D 척도를 또 아동학대는 Straus et al.(1998)의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CTSPC)를 수정한 것으로, 지역사회환경은 

Ross & Mirowsky(1999)와 Silver & Mille(2004) 척도를 수정․보완해 사용하였

다. 아동행동평가는 Achenbach(1992)의 척도를 오경자 외(2010)가 번안한 척도

를, 정서지능은 문용린(1996)의 정서지능 척도를 수정․보완한 문항을, 자아존중감

과 유능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김미숙 외, 

2014). 어린이재단 아동종합실태조사(2014)는 대부분의 문항이 보건복지부의 아

동종합실태조사(2013)와 같으나 어린이재단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추가된 항목

은 주로 어린이재단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지원유형, 지원특성, 지원기관, 지

원내용, 지원기간, 지출용도, 지원 만족도, 추가욕구 등이 추가되었으며 구체적으

로 위에 제시한 <표7>과 같다.

본 연구는 ‘어린이재단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성과도출 과정을 논리모형 절차에 

따라 구성한 후, 이를 검증하는 다음과 같은 모형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논리모형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활동 영역의 변수는 사업 담당자의 사례담당 

경력, 후원금의 지원 기간, 총지원금액 등이며, 매개적 성과와 도구적 성과 영역의 

변수는 가족관계, 자녀교육참여, 아동결핍 지수 등이다. 마지막으로 궁극적 성과 

영역의 변수는 긍정적 영역의 발달 지표(정서지능,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만족도)와 

부정적 영역의 발달지표(우울불안, 공격성, 스트레스)가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이

러한 분석과정은 AMOS 22.0을 활용한 경로분석이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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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담당
경력

가족관계

후원금
지원기간

총지원금액
발달
부정자녀교육

참여

아동결핍

발달
긍정

[그림5] 경로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1.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성과 도출모형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인 빈곤가정 지원사업의 성과 도출모형을 논리모형의 

각 단계별에 따라 주요한 특징을 설명하자면, 첫 번째 클라이언트 체계조건은 일

반 빈곤아동가구의 문제선상에서 다루었고 다만 지원대상의 욕구가 부족한 가구

소득을 보충하는 ‘생활지원’에 있음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크게 ‘표

준지원금’과 ‘표준지원금외’를 기준으로 투입자원들이 논의하되 ‘아동 개인’을 중

심으로 지원금이 얼마인지, 지원기간과 담당자의 전문성(경력), 그 담당자가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수, 관리유형 등이 포함되었다. 

이어서 세 번째 활동은 재단 제공방식에 따라 ‘현금지원만 제공받는 아동’ ‘현

금지원과 사례관리를 함께 제공받는 아동’ ‘현금지원과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받

는 아동’ 등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과부분에서 어린이재단 빈곤가정

지원사업 만의 특징이 담았다. 즉,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성과(매개적, 도구적, 궁

극적)가 발생하기에 앞서 장기간 안정적인 어린이재단만의 현금지원이 가져오는 

효과는 바로 ‘완충적’ 성과라 판단된다. 이는 FGI를 통해 도출해 실무자들이 공

통적으로 체감하는 성과이자 관련 선행연구(서울아동패널 분석보고서 등)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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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 바 있는 긍정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클라이언트의 체계조건에

서 특징적으로 다루어진 ‘가구소득 보충’에 대한 욕구를 담아 ‘경제적 압박으로

부터의 완충’을 즉각적인 성과로서 다루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매개적 성과는 

‘가족관계’에서의 변화를 도구적 성과는 ‘학업’에서의 변화를 바탕으로 궁극적 성

과는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서 발달’을 중심으로 한 지표들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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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빈곤가정지원사업 성과지표(최종안)

2. 경로분석결과   

어린이재단의 빈곤가정지원사업의 활동-매개적(즉각적) 성과-(도구적)궁극적 

성과의 모형을 실증적 분석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는 첫째, 빈곤가정지원사업의 활동 중 대표적인 지표로 총 지원금액, 후원금 지

원 기간, 담당자의 사례경력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빈곤가정지원

사업이 가진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현금지원정책과 서비스 지원정책의 결합효과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빈곤가정지원사업의 매개적 성과 지표로는 가족관

계, 자녀교육참여, 아동결핍 지수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의 활동이 어떠

한 매개적 성과를 통해 궁극적인 성과인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셋째, 빈곤가정지원사업의 궁극적인 성과인 아동발달 지표는 긍정

적인 발달 지표인 정서지능, 자존감, 학교생활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부정적인 

발달 지표인 우울불안, 공격성, 스트레스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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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
Standardize

d Estimate
S.E. C.R. P

가족관계 <-- 사례경력 .023 .141 .007 3.444 ***

아동결핍 <-- 사례경력 -.008 -.066 .004 -1.797 .072

부모교육참여 <-- 사례경력 .008 .133 .002 3.716 ***

가족관계 <-- 후원금지원기간 .076 .630 .006 12.254 ***

아동결핍 <-- 후원금지원기간 -.054 -.631 .004 -13.193 ***

부모교육참여 <-- 후원금지원기간 .030 .703 .002 14.821 ***

가족관계 <-- 총지원금액 .000 -.420 .000 -7.097 ***

아동결핍 <-- 총지원금액 .000 .445 .000 8.214 ***

부모교육참여 <-- 총지원금액 .000 -.537 .000 -10.067 ***

긍정발달 <-- 가족관계 .025 .187 .004 5.585 ***

긍정발달 <-- 아동_결핍 -.032 -.174 .006 -5.617 ***

긍정발달 <-- 부모교육참여 .043 .114 .012 3.596 ***

부정발달 <-- 가족관계 .007 .006 .018 .381 .703

부정발달 <-- 아동_결핍 .049 .032 .023 2.079 .038

부정발달 <-- 부모교육참여 -.004 -.001 .051 -.084 .933

긍정발달 <-- 사례경력 .000 -.018 .001 -.369 .712

부정발달 <-- 사례경력 .002 .009 .005 .330 .741

긍정발달 <-- 후원금지원기간 -.002 -.109 .002 -1.132 .258

긍정발달 <-- 총지원금액 .000 .154 .000 1.715 .086

부정발달 <-- 총지원금액 .000 .105 .000 2.167 .030

부정발달 <-- 후원금지원기간 -.019 -.144 .007 -2.716 .007

아동정서지능 <-- 긍정발달 1.000 .293

학교생활만족도 <-- 긍정발달 4.156 .653 .342 12.146 ***

아동자존감 <-- 긍정발달 5.427 .757 .477 11.378 ***

우울 <-- 부정발달 1.000 1.361

공격성 <-- 부정발달 .548 .562 .169 3.242 .001

아동스트레스 <-- 부정발달 .490 .399 .040 12.258 ***

<표 8> 경로분석결과

분석결과, 첫째, 활동 영역의 변수가 매개적 성과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례담당 경력은 매개적 성과인 가족관계, 자녀교육참여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원금 지원 기간은 가족관계, 자녀교육참여, 

아동결핍 등 모든 매개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대상 아동에게 지원된 총지원금액은 다소 반대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총지

원금액이 늘어날수록 가족관계나 자녀교육참여가 낮아지고, 아동결핍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총지원금액을 많이 지원받는 아동일수록 현

재 상황이 어렵거나 문제적 상황에 처한 아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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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된다. 그러나 횡단적인 자료만을 분석한 현재의 분석결과로는 이러한 추론도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둘째, 매개적 성과가 도구적 또는 궁극적 성과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먼

저, 가족관계, 자녀교육참여, 아동결핍 지수 등 매개적 성과지표는 궁극적 성과 

지표 중 하나인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 지표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 결핍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매개적 성과지표는 부정

적인 발달 지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계수 

역시, 긍정적인 발달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활동 영역의 변수가 궁극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후원금 지원 기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후원금 지원기간이 길수록 부정적

인 발달지표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사

업의 성과 체계를 포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성과분석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성과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 8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어린이재단「아

동종합실태조사(2014년)」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논리모형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 담당자들을 FGI방법을 활용하여 

심층 인터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어린이재단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서비

스 제공 모형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리적 성과모형이 실제

로 어떻게 적용되고, 성과를 도출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활동-도구적성과-궁극적성과의 논리모형이 실제 현장

의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논리모형

에 기초하여 어린이재단의 빈곤가정지원사업이 어떠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차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 “비영리기관, Outcome을 말하다"

82 83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즉 어떠한 

‘Input-Process-Output’의 과정을 통해 아동발달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포괄적인 과정을 모형화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빈곤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포괄적으로 확

인하거나 모형화하지 못한채 수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사업의 포괄적인 과정을 논리모형에 기초하여 모형화한 부분은 본 연구의 

성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앞서 확인된 어린이재단 빈곤가정지원사업의 포괄적 성과

모형에 기초하여 실제 성과를 실증적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린이재단의 빈곤가정지원사업은 프로그램의 지원 기간, 사례담당자의 경

력 등이 가족관계와 자녀교육참여를 통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어린이재단의 지원은 가족관계 및 부모의 교육 참여를 높이거나 

경제적 압박감을 일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

의 자존감 및 유능감 향상, 학교생활만족도 향상과 공격성 및 우울, 스트레스 감

소 등의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러한 매개적 성과들은 긍정적

인 발달 지표에 보다 큰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재단 

빈곤가정지원사업의 핵심적인 특성인 현금 지원과 우수한 서비스(실천) 프로그램

이 결합되었을 때, 우수한 성과를 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금 지원 금

액을 누구에게 어느 기간 동안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경력있는 서비스 담당자의 배치, 그리고 단순한 현금지

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형태의 서비스 지원이 결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것

이다. 

또한 어린이재단의 지원은 주로 가족 관계 및 부모의 교육참여와 같은 가족 

기능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가족기능의 변화가 아동발달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에서 진행된 가족과정모형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방

식이 우리나라에, 또는 어린이재단의 사업에 유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

라서 서비스가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기능 및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Two-Generation’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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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아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를 프로그램에 최

대한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노력은 아동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가족의 개념으로 동시적으로 개

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재단의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성과도출 과정을 모

형화하였고, 그 모형에 기초한 실증적인 성과분석과 경로 모형의 제시 등이 이루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제적인 인과적 성과를 확인했다고 말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먼저, 논리모형에 기초한 명확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초

적이고, 탐색적인 분석보다는 정교하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다면적인 성과를 확

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횡단적인 자료의 분석의 한계로 인해, 

핵심적인 현금지원 지표라 할 수 있는 총지원금액의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밖에도 어린이재단이 추구하고 있는 실제적인 성과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

의 및 실증적 성과 검증은 추후과제로 남겨져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

다 명확한 인과적 성과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고, 어린이재단이 추구하고 있는 실

제적 성과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성과지표에 대한 합의와 종단

적인 조사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어린이재단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어린이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어떠한 부분을 바꾸어주고 싶은지에 대한 

합의, 그 합의에 기초한 성과지표의 개발, 그리고 종단적인 조사를 통한 성과의 

확인 및 완성도 높은 사업 모형의 제시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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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아동성과모형개발과분석

김광혁
(전주대학교사회복지학과)

주제발표 2 

문제제기

외환위기 이후,우리 사회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됨

최근에는 사회적 개입의 체계화 또는 효율화, 다양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러한논의들은대표적인논점은 첫째, 현금(현물)지원과서비스의결합필
요, 둘째, 문제의원인과경로에따라재화및서비스의최적의개입지점선택, 
서비스제공방식, 개입지점에따른타당한성과지표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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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논리모형을적용하여성과분석과정을체계화

•둘째, 이에기초하여실제적인성과를탐색적인수준에서확인하고자함

문제제기

본 연구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빈곤가정지원사업’을 대상
으로 성과분석의과정과 틀을확립하고 성과를 확인하고자 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빈곤가정지원사업
(저소득취약계층아동을대상으로현금지원과서비스를결합하여제공)

어린이재단빈곤가정지원사업

 ‘빈곤가정지원사업’은경제적지원이필요한저소득가정의아동에게
경제적지원과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함

사업내용
아동의욕구및지원목적에따라보육비지원, 
학습비지원, 의료비지원, 주거비지원으로구분

지원금액
일반적으로클라이언트의욕구에따라매월최소
5만원에서최대 10만원까지정기적이고장기적으로
지원

지원내용
경제적지원이외에 Case Management System을
통해클라이언트사례개입계획및서비스제공



주제발표2

94

어린이재단빈곤가정지원사업지원현황

서비스명

2013년 2014년

실인원(%) 총지원액(%) 실인원(%) 총지원액(%)

보육비지원 26,988명(46.4%) 11,408,044천원(31.7%) 10,449명(26%) 9,600,260천원(25.9%)

학습비지원 30,083명(51.7%) 18,894,957천원(52.5%) 28,544명(71%) 21,574,401천원(58.2%)

의료비지원 722명(1.2%) 4,346,671천원(12%) 814명(2%) 4,590,528천원(12.4%)

주거비지원 416명(0.7%) 1,368,567천원(3.8%) 404명(1%) 1,289,688천원(3.5%)

전체 58,209명(100%) 36,018,241천원(100%) 40,211명(100%) 37,054,878천원(100%)

어린이재단빈곤가정지원사업지원현황(2013-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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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아동의발달과정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스트레스

부부관계

소득상실

저소득

양육행동

아동감독

가족기능

학업성취도

논리모형

논리모형이란,어떤상황에대응하기위한프로그램기획또는
개입의근본적논리를묘사한단순화된도해

일반적으로성과평가의틀로많이사용하는도구가바로논리모
형으로특정프로그램의기초이론과프로그램이기반하는가정과
경로를체계적으로제시함

•프로그램의목적과목표의확인, 프로그램의개발과평가의체계적접근

•결과가프로그램에의한결과인지판단할수있는근거를제공,    
프로그램이어떤경로를통해기대되는성과로이어지는지를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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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체계조건 –빈곤아동의발달저하

 서비스구성요소 –개입내용(재정, 인력)

 활동 –통합적서비스(현금 + 사례관리서비스)

 즉각적성과 – 경제적완충효과(경제압박및결핍감소)

 매개적성과 – 과정적성과(가족기능)

 도구적성과 – 궁극적성과를위한도구(교육지원, 학교적응)

 궁극적성과 – 빈곤의영향차단의결과바람직한상태

클라이언트

체계조건

서비스

구성요소
활동 즉각적성과 매개적성과 도구적성과 궁극적성과

논리모형

연구방법

1) 성과모형도출과정

• 사업기관실무자를대상으로 FGI 2회실시
• 기획담당자와연구자의심층회의 5회실시

투입 활동 성과

-체감하는
‘표준지원금’과
‘표준지원금외’ 지원
대상아동간의차이, 
업무투입비중,
지원기간
종결에대한판단등

-빈곤가정지원사업
담당자로서의실제
활동내용
-직접수행과협력
기관등을통한간접
수행간의비율
-현금지원외의제공
서비스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즉각적인 성과

-담당자로서 기대
하는 클라이언트의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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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2) 성과과정분석

 보건복지부의아동종합실태조사내용을활용하여조사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아동종합실태조사(2014)자료활용

 빈곤가정지원사업의지원을받는 800사례의 아동가구
 기존아동조사에사업지원내용추가조사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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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성과모형개발

분석결과 -성과모형개발

‣ Ct 체계조건
일반빈곤아동가구의 문제선상에서 다루었
고다만 지원대상의 욕구가부족한 가구소득
을보충하는 ‘생활지원’에 있음을제시

‣ 구성요소
- ‘표준지원금’과 ‘표준지원금외’를 기준으로
투입자원들이논의하되 ‘아동 개인’을 중심으
로지원금이 얼마인지, 지원기간과 담당자의
전문성(경력), 그담당자가 맡고있는 클라이
언트의수, 관리유형등

‣ 활동(제공방식 및지원내용)
- 재단제공방식에 따라
1) ‘현금지원만 받는 아동’
2) ‘현금지원과 사례관리를 함께 받는아동’
3) ‘현금지원과 프로그램을 함께 받는아동’
등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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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성과모형개발

클라이언트

체계조건

서비스

구성요소
활동 즉각적성과 매개적성과 도구적성과 궁극적성과

즉각적성과

경제적압박감

주거용 목돈 지출 곤란 경험
정기적인 세금 지출 곤란 경험
식료품비 충당 곤란 경험
의료비 충당 곤란 경험
아동의 교육비 충당 곤란 경험
가재도구 마련 위한 지출 곤란 경험
여가, 문화생활 지출 곤란 경험
빚의 원리금 상환 곤란 경험
가족의 의류마련 곤란 경험

결핍경험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NO)
하루 적어도 한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NO)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NO)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NO)
야외활동을 할 수있는 기구들이 있다(NO)
정상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NO)
실내에서 즐길 수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NO)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에 참가하기 위한 돈을 지불할 수있다(NO)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관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
이있다(NO)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NO)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옷이 있다(NO)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NO)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다(NO)
생일파티를 할 기회가 있다(NO)

분석결과 -성과모형개발

매개적성과 도구적성과 궁극적성과

보호자 정서문제

삶 만족도(행복감)

우울

가족기능(관계)  

가족관계

보호자와의 관계

보호자에 대한 생각

아동의 스트레스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바람직한 양육태도

교육참여

기타 여가활동

관계기능 학업기능 발달기능

투자
비용

학원 및
사교육

학원

개인, 그룹과외

학습비

학교 및
복지기관

학교내 방과후

학교외 방과후

학교
적응

학교 학교생활만족도

친구 친구애착

학업성적 주관적 학업수준

정서발달

우울

공격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자아존중감

유능감

학생생활만족

삶의 만족도

행복감

진로성숙도

사회발달

비행경험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인식

클라이언트

체계조건

서비스

구성요소
활동 즉각적성과 매개적성과 도구적성과 궁극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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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가정지원사업의 활동은 즉각적, 매개적, 도구적 성과에 유의미한영향
• 즉각적, 매개적, 도구적 변수는 아동발달에 유의미한 영향. 특히 긍정적인
발달지표(정서지능,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만족도)에상대적으로 강한 영향

• 후원금 지원기간은 부정적인발달지표(우울불안, 공격성, 스트레스)에도
직접적인 영향

분석결과 –경로분석결과

SC  총 사례담당
경력기간

후원금지원기간

총지원금액

가족관계

아동결핍

자녀교육참여

발달
긍정

발달
부정

결론및제언

 본연구는 어린이재단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성과의 과정을
논리모형을적용하여 체계화하고, 이에기초하여 실제적인
성과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분석

 이를 위해빈곤가정지원사업 담당자들을 심층인터뷰하였고, 
아동 8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종합실태조사(2014년)」 데이터를 분석

 이를 통해빈곤가정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모형을 확인 또
한도출된 성과모형인 활동-즉각, 매개, 도구적 성과-궁극적
성과의 논리모형이 실제 현장의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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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본연구에서는논리모형에기초하여빈곤가정지원사업
이어떠한체계및과정(Input-Process-Output)을통해아
동발달을지원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한포괄적인과정을
모형화함

 둘째, 본연구에서는확인된성과모형에기초하여실제성과
를실증적인자료를활용하여분석함

▶ 분석결과, 빈곤가정지원사업의핵심적인특성인현금지원과서비스
프로그램이결합되었을때, 우수한성과를가져왔다는것을의미함

결론및제언

 셋째, 어린이재단의지원은주로가족관계및부모의교육
참여와같은가족기능에변화를가져왔고, 이러한가족기
능의변화가아동발달을유인

 그러나,개발된성과모형을보다정밀하게분석하기위해
서는종단적인조사가이루어질필요가있으며, 더나아가
어린이재단빈곤가정지원사업이추구하는방향과강조해
야할성과지표는무엇인지에대한보다구체적인논의가
지속될필요가있음

결론및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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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 희망가게 사회적 성과분석 -

도현명 대표

(임팩트스퀘어)

2016 제2차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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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3

사회적 성과평가 분석보고서(Social Impact Assessment Report)

도현명(임팩트스퀘어 대표)

I. SECTION 1: 기초정보 및 분석요약

1. 사업의 개요

•시작연도: 2004년

•사업내용: 아름다운세상기금1)에서 Microfinance의 방식으로 저소득한부모여

성가장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소액창업에 필요한 보증금

과 대출금을 저리로 대출하며 창업성공을 위해 입지선정 및 창업컨설팅을 

제공.

•소셜미션: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소득한부모여성가장에게 

창업자금을 무담보저리 대출로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은 창업자금 조달과정에서 자본력과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부

모의 역할을 홀로 맡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있으며, 여성으로서 경력 단절 

등 경력과 경험 부족으로 창업업종 선택 시 한계가 있음2)

•사업현황3): 개업 169호점 / 대출지원금 약 62억 / 생존율 약 80%

2. 희망가게 사업의 사회적 성과 요약

•2004년부터 2013년 5월말 현재까지 약 106.4억 원(KII-1: 49.8억 원,  

1) 아름다운세상기금은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가족이 모자가정의 지원을 위해 아름다운재단에 기탁하여 조성된 기 

금이며, 시민들이 기부에 참여하여 기금이 성장해 가고 있음.

2)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100호점 기념 사업 성과 보고서’, 2012년 1월, p. 9.

3) 2013년 5월 말 현재 누적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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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2: 56.6억 원) 의 화폐가치로 환산되는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였음. 아래 

[그림1]에서 보듯이 연말 기준 누적 사회적 성과는 사업이 본격화된 2008년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음.

 

[그림1] 희망가게 사업의 누적 사회적 성과

•대상자 1인당 사회적 성과도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부터 아래 

[그림2]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2010년에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

으나, 2011년에는 1인당 약 2천9백만 원의 사회적 성과를 기록하며 기간 내 

가장 큰 성과를 달성하였음. 2012년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3년 5

월말 현재까지의 성과에 비추어 볼 때에 연말에는 전 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2] 희망가게 사업의 연도별 수혜자 1인당 사회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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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평가 및 심층분석

1. Impact Mapping4)

• 비즈니스·임팩트 분야와 가치창출방법론의 두 축을 통해 대상 사회적 기업

(본 보고서에 서는 희망가게사업)이 창출하는 임팩트의 특성 및 주요 효과

점을 분석하고자 함.

• 대상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임팩트의 가치 산정을 위해 수집하여야 하는 

지표 목록 및 그 관계에 대한 개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실제 가치 산정 시 사용되는 지표는 Social Impact Model 및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수행 결과 희망가게는 아래 [그림3]과 같이 '금융' 영역에서 '제품/서비스' 

를 제공하는 ‘Microfinance 모델’로 분석되며, 그에 따른 사회적 성과의 종

류와 의미는 아래와 같이 금융접근성과 가처분소득 및 경제 자립도 제고로 

볼 수 있음.

4) McKinsey, 3 Step Process, 2011 및 RISE(Research Initiative on Social Entrepreneurship), RISE 

For-Profit Social Entrepreneur Report을 토대로 KiiA에서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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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희망가게 사업의 Impact Mapping

2. <Value Chain for Impact> 및 핵심 임팩트 지표(Key Impact Indicator)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비즈니스의 프로세스 별로 어떤 사회적 지표와 경

제적 지표가 함께 나타나는지에 대해 Value Chain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사

회적 가치 산정 및 향후 성 과 관리 시 활용할 수 있는 KII(Key Impact 

Indicator)를 도출함.

•임팩트 측정 및 보고의 글로벌 표준 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IRIS5) 5 

를 원칙적으로 준용하되, IRIS 지표가 여전히 개발 중인 점을 감안하여 국내 

Microfinance 모델의 특수성을 반영하였음.

•분석 결과는 아래 [그림4]와 같으며, 사회 및 경제적 지표 분석을 토대로 핵

심 임팩트 지표(KII: Key Impact Indicator)를 선정하였음.

 

5) Impact Reporting and Investment Standards, http://iris.thegi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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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희망가게 사업의 <Value Chain for Impact> 및 핵심 임팩트 지표

•희망가게의 핵심 임팩트 지표(KII: Key Impact Indicator)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인 수혜자들의 ‘KII-1: 금융 접근성 개선’과 ‘KII-2: 가처분 소득의 

증가’이며, 아래 [표1]의 Impact Matrix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KII-1,2의 화폐가치값을 산출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검토-검증-

보완을 진행하였음.6)

6) ‘KII-2의 계산에 필요한 정보 중 창업 전•후의 세금은 현재 해당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지 않아 가처분소득 증 

가로부터 기인한 사회적 순손익의 화폐가치 값 계산에 세금 관련 효과를 포함시키지 못하였음. 또한, 창업 후 

소득인 이익 정보의 경우 개별 데이터마다 세전•세후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정이 불가능하여 그대로 사 

용하였음을 밝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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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희망가게 사업의 KII에 대한 Impact Matrix

3. 과거 사회적 성과 평가

•상기 단계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희망가게 사업이 창출하는 핵심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결과는 아래 [표2]와 같음.

•화폐가치 값은 아래와 같이 산출되었음.

1) 금융 접근성 개선: 희망가게 대출 조건에 따른 이자 절감분7)

2) 가처분 소득 증가: 창업 후 소득 증가분 및 사회적 순손익 (세입 증가분 

및 세출 감소분)

    A. 세입 증가분: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금번 평가에서 제외.

    B. 세출 감소분: 창업 후 정부지원 수혜 상태 변화를 통해 추정.

7) 제2금융권 대출 이자와 비교

* 2013년: 2월 기준 신용등급 별 저축은행 대출금리 적용 (보통: 25.4%, 저신용: 30.7%) (출처: 나이스신용평가

정보 및 한국은행)

* 2004~2012년: 연도별 상한금리를 토대로 2013년 신용등급 별 금리 및 상한금리 간 비율을 비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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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희망가게 사업의 과거 사회적 성과 평가 결과

•초기 사업기간인 2004~2008년의 총 사회적 성과의 화폐가치 값은 약 15억 

원이며, 2011 년의 경우 전년 대비 80% 가까운 증가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 

성장의 결과 2013년 5월 현재 누적 사회적 성과는 약 106.4억 원으로 산출

되었음. 이는 희망가게 사업이 지원금 (누적 62.5억 원), 운영비8)(누적 20.1

억 원) 및 손실금(누적 5.3억 원)과 비교할 때 그 이 상의 사회적 성과를 달

성했다는 의미이며, 그 크기는 각 금액의 170%, 529% 및 1999% 수준이라

고 볼 수 있음.

•당해 연도의 경우 5월 말 기준으로 약 13억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단순히 

추세만을 보았을 때 금년 말 실적은 2012년(약 27.5억 원)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향후 성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및 주요 변수를 반영한 추정이 필요함.

•사회적 성과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상향세를 이어왔으나 지원금 및 운영비의 

몇 항목이 2007년부터 다소 불안정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결과에 의

하여 년도 별 지원금 및 운영비 대비 비율 항목들은 지속적인 상승을 표현

하고 있지 못함. 2008년부터 발생한 손실금은 큰 변동이 없다가, 2011년에

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에 반해 사회적 성과는 2011년에 큰 폭으로 성장하여 2011년 손실액 대

8) 창업주 교육비, 매출활성화 지원비, 사후관리비 등 직접비 및 사업홍보·심사·자조모임 관련 비용, 일반 회의비·

여비·사무비, 지역협력기관 운영비 등 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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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사회적 성과 비율이 전년 대비 1,500%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음.

 SECTION 3: 함의 도출 및 제언

1. 함의

1) 창업지원 자선기금의 사용 방식에 따른 사회적 성과의 지속성 차이 

•해당 기금을 단순히 배분지원방식으로 사용하였다면 개별 수혜자에 대한   

사회적 성과는 ‘이자비용 절감 효과(금융접근성 개선)’가 ‘자본이전 효과’로 

바뀌어 커질 수 있지만, 기금의 소진은 아래 [그림 5]에서 보듯이 약 8.5

년9) 으로 훨씬 빨리 일어날 것임.

•이에 비해서 Microfinance 방식은 자본이전 효과가 없어 개별 수혜자 별 

사회적 성과는 적게 나타날 수 밖에 없지만, 아래 [그림5]와 같이 20년간 

장기적으로 기금을 유지하여 배분지원 보다 긴 기간 동안 활용하여 가처분

소득 증가의 혜택을 받는 대상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사회적성과를 계속 창

출하게 됨10). 참고로 기금을 유지하며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

간을 늘리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대손율과 기금의 조성 목적을 

고려할 수 있음.

9) 개별 수혜자들에게 대출해 준 창업자금과 동일한 금액을 그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가정할 때.

10) 사업운영(대출지원, 운영비 사용) 및 사업성과(대손율, 이자 상환)가 현재까지와 동일 추세의 진행을 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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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저소득층 창업 지원 사업의 모델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 비교11)

•모든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고용 및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시장형 사회적 기업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Microfinance가 [그림6]과 같이 기금소멸까지의 총 사회적 성과는 더 크게 

창출되어12) 단순 배분지원 방식보다 유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위 [그

림5]에서와 같이 배분 사업은 t+8.5년 차에 기금이 소진되어 그 후 추가 사

회적 성과 창출이 불가능하지만, Microfinance모델은 수혜자들의 지원금 상

환에 따른 기금 운영 기간 연장 및 추가 지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추가 

사회적 성과창출이 가능함.

11) 기금잔액은 최초 조성된 기금에서 Microfinance와 배분사업의 유형별로 적용되는 창업지원금, 운영비, 손실

금 등의 지출 항목을 제하고 이자 등의 수입 항목은 더하여 계산하였음. (*배분사업 기금잔액 계산에 적용된 

운영비

12) 사회적성과(희망가게 Microfinance) = \(KII-1  금융접근성 개선) + \(KII-2  가처분소득 증가) 사회적성

과(배분사업) = \(자본이전 효과: 창업지원금 배분액) + \(KII-2 가처분소득 증가)



주제발표3

114

[그림6] 저소득층 창업지원 사업모델에 따른 누적 사회적 성과비교13) 

2) 성과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성과 지표 관리

•데이터 존재 및 관리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Value Chain for Impact>는 

아래 [그림7]과 같으며, 이 지표들을 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적 

가치 평 가 및 성과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3) 사회적 성과 비교시 배분사업은 단순 배분사업을 가정하였으며, 이전된 자본의 개별 미래파생가치(가처분소

득 증대 효과 외)를 고려하지 않은데 비하여, Microfinance는 자동적으로 각 년도의 누적적 이자효과가 포함

되어 있으므로 다소 과대된 것으로 차이가 부각될 수 있음. 그러나 총 존속가능한 연수가 크게 차이 나는 이

유로 전체적인 해석은 무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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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7] 희망가게 사업의 이상적 <Value Chain for Impact> 제안

3) 운영비의 생존율 제고 효율성

•생존율: 통계청의 <2004-2009 사업체 생성, 소멸 현황분석>(2011.12)의  

신규 사업체 생존율과 본 사업 대상 사업체의 생존율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3], [표4]와 같이 본 사업 대상 사업체의 생존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초기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발하고, 이어 

2차적으로 자금 및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한 것에 따른 성과라고 할 수 

있음.

<표3> 신규 사업체 생존율 통계 (200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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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희망가게 지원 대상 신규 사업체 생존율 통계14)

•특히 희망가게의 생존율을 5년(2004~2009년) 및 9년(2004~2013년)으로 

나누어 통계청 수치와 비교해보면, 희망가게(t+9)의 생존율과 사업체 생존

율은 어떤 시기임을 막론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임. 아래 [그림8]에서처럼 5

년이 지난 후 시점 기준으로 약 12%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차이는 다소 

좁혀졌지만 비율상 꾸준히 1.5배 이상의 생존율 증대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8] 일반 소상공인 창업과 희망가게의 생존율 비교

•운영비와의 관계: 운영비 지출이 일반 사업체 창업의 생존율과 비교해 유의

14) 1호점: 2004년 창업하였으나 당해에 창업주가 경영을 포기하였고, 동업으로 창업했던 기존 고객 중 1인이 

분리 하여 2008년 1호점을 인수하였음. 아름다운재단 내부 관리 정보에서는 1호점을 2004년 폐업으로 인식

하고 있지 않아, 본 보고서에서는 1호점을 제외하고 생존율을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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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생존율의 증가를 낳았는지, 그리고 비용 대비 효율성을 검토하고자 

함.15) 이를 위해 희망가게의 최근 5년 운영비를 두 생존율 간의 차로 나누

어(아래 수식 참조) 계산한 결과, 아래 [그림9]와 같이 사업체 평균 대비 생

존율 1% 포인트의 증가를 위해 최근 5년간 (2009.1~2013.5) 134,494,555

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됨. 운영비 지출이 생존율의 증가에 기여하

는 부분은 존재한다고 하겠으나, 비용효율성의 면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16)

단위생존율증가에필요한운영비 희망가게  생존율  일반창업생존율 
최근 년희망가게운영비

 

[그림 9] 운영비 지출과 생존율의 관계 분석

2. 제언

1) 참여자의 자주성과 자발성 디자인 강화

– 본 사업은 단순한 기금 배분을 통해 사업 대상자들을 ‘수혜자’로 만들기보

다는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에 따라 타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과는 달리 Microfinance 방식의 사업 모델

을 채택했고, 대상자 선발 단계에서 ‘자립 의지’를 중요한 심사 항목으로 포함

하고 있는 등 목적에 적합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였음.

15) 비교 분석을 위해 2004~2009년 및 2004~2013년(5월 현재) 실제데이터를 토대로 산출된 생존율을 모든 

t+1~9년차로 일반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진행.

16) 희망가게가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정부의 거시적 지원 및 개별 지원기관의 노력이 현재의 생존율을 만

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희망가게의 생존율 1%를 높이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은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 비용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관심과 효율 증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제언한 것임.



주제발표3

118

– 본 사업 추진의 성과 면에서도 일반 자활 등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배분 

혹은 지원 사업과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의 성공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에서도 

그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음. 그 배경에는 사업 담당자들의 높은 Commitment

가 자리잡고 있다고 할 텐데, 이는 한편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

이면서도 그 모델의 복제·확장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함. 이제 의도적으

로 사업 참여 대상자들의 자주성 및 자발성을 점차 높여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의 추진 모델을 고도화하는 방안 모색을 시작해야 할 시기로 분석됨.

2) 서비스의 통합적 구성 확대

 

–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임팩트 이외에도 사업 대상자의 사업계획

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자문 서비스와 전문 인력의 투입은, 임팩트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Microfinance 통해 대출한 기금의 상환율을 높

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 이후에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재단이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사

업 중 동일한 대상자 군을 목적하는 사업들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구성을 통해 더 큰 임팩트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임팩트의 지속가능성과 규모 강화

 

–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Microfinance 모델임과 동시에 자가고용 형태

의 창업 진흥을 사업의 목적 활동으로 삼았던 점 역시 임팩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전 세계의 트렌드를 참고할 때, 

성공적인 Microfinance 기관들은 상업용 자산이나 자립 기회 확보를 위한 기반 

자금을 제공할 때 그 목적을 가장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과 일맥상통

하는 바가 있음.

– 나아가 사업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각 대상자 간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더 바람직한 저소득층 창업 지원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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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동의 브랜드를 런칭하여 Social Franchising을 도입하고 

다수 사업체간이 결합하여 공동구매를 통해 소모품 수급 단가 및 예를 들어서 

개선하거나, 유관 업종 대기업의 사회공헌을 유치하는 방안 등을 시도할 수 있

음. 예를 들어 미용실 창업이 많은 본 사업의 현황을 고려할 때 미용 원자재나 

소모품 공급업체와의 협의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타진할 수 있을 것임.

 

 4)  소상공인 사업 형태의 한계 극복

 

– 본 사업의 대상자 대부분은 일반 소상공인들도 많이 시도하는 업종을 선

택하였고, 가치 창출 방식에 대대적인 혁신이 있었다기보다는 내실성과 숙련도, 

그리고 아름다운재단의 자원 연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유지해왔음. 그런데 특정 

지역을 들여다 보았을 때, 본 대상자들과 경쟁관계에 놓였을 다른 소상공인들 

역시 영세하고 취약한 경제적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생태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 가치의 일부 누수가 발생하여 제로섬 게임

(Zero-sum  Game)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1) 중복이 많은 업종을 되도록 피하여 

원천적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2)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차별화 되는 요소를 

반드시 확보하여 제로섬 게임이 아닌 시장 확장이나 개선을 성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준비방안을 마련하거나, 3) 해당 지역 내 타 소상공인과 연합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 소상공인 협력모델을 아름다운 재단이 사

전적으로 함께 준비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을 추

진할 필요가 있음.

 

5) 적극적인 지표 모니터링을 통한 임팩트 극대화

– 본 사업은 여타 비영리 프로그램에 비하여 풍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분

석을 용의하게 하였지만, 데이터의 안정성이나 지표를 통한 관리는 다소 취약한 

면이 존재함. 예를 들어서 각 사업자의 소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각 소득이 세금을 포함하고 있는지 제외한 결과값인지 정확하지 않



주제발표3

120

기 때문에 큰 맥락을 읽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문제들이 다수 존재할 

경우 데이터의 엄밀성은 매우 떨어질 수 있음.

– 특히 비용의 측면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관리하여야 하는 조직들은 누적되

어가는 이유로 혹은 그 외의 이유로 비용들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음. 비

용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미 있는 미래추정이나 과거에 대한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당시의 명료한 메모

가 필요함. 결국 본 사업의 임팩트와 지속가능성은 대손률을 얼마나 줄이는가인

데, 이는 본질적으로는 비용대비 얼마나 큰 임팩트를 창출하는데 성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3. 의의

– Microfinance로 가장 유명한 그라민 뱅크도 이자율이 20% 수준이며 브라

질에는 이보다 더 높은 이자율이지만 좋은 Microfinance로 평가 받는 기관들이 

종종 있음. 물론 낮은 이자율까지 제공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실제로 Microfinance의 핵심가치는 이자율의 낮음에 있지 않고 그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느냐에 있는 경우가 많음. 한국의 여타 Microfinance 기

관과 유사하게 낮은 금리를 제공한 것 자체도 희망가게의 주요한 임팩트이지만,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기능을 벗어나 대상자가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성공했다는 데에서 그 가치의 핵심을 찾을 수 있음.

– Microfinance는 물론 사회적 기업의 대명사격인 그라민 뱅크는 기업이 노

벨상을 수상한 전무후무한 사례임. 그만큼 Microfinance 모델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임팩트를 창출하는데 효과적임. 그러나 그 모델이 적용되는 

사회와 맥락에 따라서 재해석해야 할 부분이 많음은 물론이고, 단순히 모델의 

구색만 갖춘다고 해서 그만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님. 특히 선진국에

의 적용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장을 취약계층에 대한 

소규모의 자금지원으로 얼마나 뚫고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실질적인 

한계를 언제나 동반해왔음. 희망가게의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분석은, 한국, 나

아가 선진국에서 Microfinance가 어떠한 방향을 주시해야 하며 주의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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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의 의의를 가짐.



주제발표3

122

‘희망가게’ 사회적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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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평가는 무엇일까요? 

사회문제 

문제 

사회성과 

소셜미션 
(Social Mission) 

핵심 
사회성과 실제 완화· 

해결 실적 

사회문제 
 

해결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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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변화가 중요합니다 

핵심 
사회성과 

사회성과 

INPUTS ACTIVITIES OUTPUTS OUTCOMES 

사용되는 자원 일차적인 활동 활동의 직접적 결과 목표한 변화 

what would 
have happened 

anyway 

= IMPACT 

사회성과평가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사회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
는 임팩트 제고가 이
루어질 수 있음 

소통 
투자자 
표현 

관리 
최적화 
극대화 



주제발표3

124

희망가게를 통해 살펴봅시다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가족이 기탁하여 조성된 아름다운세
상기금에서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저소득 한부모 여성
가장에게 소액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액창
업에 필요한 보증금과 대출금을 저리로 대출하며 창업성
공을 위해 입지선정 및 창업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희망가게는 일반적인 무담보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딧) 범주의 특성과 성과평가상 일치합니다. 

* 본 프레임은 사회성과 지표 할당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McKinsey, RISE, SVT GROUP 의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
임팩트평가(KiiA)에서 자체 개발했었던 것으로 현재는 약 200여 개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되어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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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 과정을 분석하고 사회성과지표의 글로
벌 표준 라이브러리인 IRIS를 적용하였습니다. 

* IRIS = Impact Reporting and Investment Standards, http://iris.thegiin.org 

희망가게의 과거 사회적 성과는 2010년 이래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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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자면 두 가지 핵심 사회적 성과는 2013
년 중반까지 약 106억 원이 넘었습니다. 

-20

-10

0

10

20

30

40

50

60

0 1 2 3 4 5 6 7 8 9 10 11

기금잔액 

(단위: 억 원) 

t+ 년 

2013.5. 현재 

만약 동일사업을 무보증 신용대출이 아니라 배분
했다면 약 8.5년에 기금이 고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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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3년까지의 흐름이 유사하게 유지된
다면 희망가게는 약 20년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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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성과 측면에서 보면 배분방식은 소진까지 
약 80억 원의 성과를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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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가게는 이미 약 9년 즈음 누적 사회성과가 
8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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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성과의 핵심은 국내 소기업 평균
보다 월등하게 낮은 폐업비율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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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손율이 높았다면… 
결국 높은 생존율은 그 자체가 사회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낮은 대손율로 돌아왔고 이는 기금의 생명을 늘려 누적 사
회적 가치의 총량에 기여했습니다. 희망가게는 일반적인 
비영리 사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운영비를 사용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운영이 위에 언급된 성과를 만
든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대한 
좋은 함의를 제공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 다운로드: http://bfhopestore.tistory.com/334 

 





2016 제2차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종합토론1

“비영리기관, Outcome을 말하다”에 

대한 토론문

박정민 교수

(서울대학교 산업복지학과)





제2차 나눔지식 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 “비영리기관, Outcome을 말하다"

133

종합토론1

“비영리기관, Outcome을 말하다”에 대한 토론문

박정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야간보호사업 성과분석의 의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의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네 가지 눈에 

띄는 특성을 지닌다. 첫째, 예방적 성격이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야간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방임을 예방하고 건강한 발달을 촉진한다. 둘째, 

위험집단에의 초점이다. 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아동청소년이 야간에 

방임상태에 놓일 위험이 일반집단에 비해 높으므로 이들을 야간보호사업의 주 

대상으로 한다. 셋째, 재원의 공공성이다. 야간보호사업은 모금회의 지원사업이지

만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책임성

—특히 가시적 성과의 제시 필요성—이 부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장

기적 운영으로, 이 지원사업은 2006년 이래 지속 운영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10년의 이력을 가진 야간보호사업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

는지, 이 사업의 강점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업의 개선 및 확대 

등의 고려를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다. 또한 이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는 여러 이

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 성과분석의 목적과 방향

성과분석의 목적이 무엇이고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는 도출될 결과와 그 

결과의 활용 방안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복권기금사업은 저소득가

정 아동․청소년의 야간안전 보호 및 건강한 성장 지원과 이를 위해 야간보호교사

를 채용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명목적인 목적으

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성과분석 목적의 명시성) 그런데 성과분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달성여부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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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적절한지 여부가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분석에서 살펴보는 산출의 내용을 

보면 1) 야간보호 아동인원, 2) 채용된 야간보호교사 인원, 그리고 3,4) 아동과 

부모의 만족도이다. 앞에서 언급한 일자리 창출의 목적은 산출2)와 직결되어 보

여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1),3),4)의 산출물로 야간안전보호 및 건강한 성장 지

원 목적 달성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도 여전히 야간방임 경험의 유무와 

정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신체 및 정서행동 발달 측면 그리고 학교생

활 관련 지표를 이용하는 것은 어떠한가?

(평가의 연속성) 2010년에 큰 규모의 야간보호사업 성과평가가 실행되었으며, 

여러 실천적/정책적 제언이 있었다. 이번 분석이 연례평가의 범위를 뛰어넘어 6

년 만에 다시 실행하는 성과분석임을 고려하면 당시의 제언(예, 야간보호사업 서

비스의 표준화, 야간보호 목적과 기능의 명확화, 학교파트너쉽 구축…)이 지난 

몇 년간 실행되었는지, 사업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였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

어 보인다. 이는 평가의 연속성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 

• 야간방임의 실태와 야간보호사업 욕구분석

2013년 이후 야간보호사업의 대상자 자격기준은 완화되는 반면, 야간보호기관 

수(-20%), 보호아동 수(-40%)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

한데, 예를 들어 심리정서지원사업의 도입 또는 보호자 인건비 증가 등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방치아동 규모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흥미로운 정보이지만, 

야간보호사업의 주 대상이 취약계층이고 대상자 기준도 기초생계비 200% 이내

임을 고려하면 이 사업의 주대상자 중 방치아동 규모를 추산함으로써 보다 주 

표적집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면서 인용하는 근거/선행연구의 선정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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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여

질적 조사의 내용을 보면, 지원기간 5년 제한이나 기타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의식주 등 가족지원, 심리치료와 치과치료, 여가활동 지원 등) 에 관한 언급이 

있다. 이후에 진행되는 분석에서 사업의 지속성 vs 지원 대상 기관의 다양화, 충

족된 욕구 vs 미충족된 욕구, 의뢰나 확장을 고려할 만한 욕구와 서비스 등을 고

려할 만하다.

최근의 사업평가 관련, 성과지표는 보호아동 수, 아동 심리정서 개선여부, 수요

자 중심의 프로그램 실시, 부모의 사업만족도를 포함하여 모든 지표에서 목표는 

초과 달성되었다(달성률 102~190%). 이들 지표의 내용과 측정방법에 관한 정보

가 좀 더 제공된다면 독자들에게 유용하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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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Outcome을 말하다”에 대한 토론문

윤민화(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사회복지 영역의 지원 사업 중 10년 이상 지속 지원한 사업이 매우 드문 현실

에서, 주제발표 사업 모두 10년 이상 진행한 장기 사업이기에, 중장기적 관점에

서 사업의 성과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하면서, 10년 이상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과 실무자

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장· 단기 사업성과

를 분석하신 연구자와 발표자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주제발표 1. 복권기금사업 성과분석 연구 -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의 10년 역사를 리뷰하면서, 그동안 진행된 성과분석 

내용을 일괄 정리하여 그간의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의 수행 내용과 그 중요

성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몇몇 지점에서 궁금한 점과 다소 아쉬

운 점이 있었는데, 이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가장 궁금

했던 것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의 핵심 성과가 무엇이었나?”였

다. 이 질문에 대한 선명한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 이는 그동안 진행

했던 총 5차례의 평가가 각각 다른 평가 지표를 상정하고 있기에 발생한 이차 

데이터 분석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 연도별로 평가 결과를 

요약 정리하기 보다는 연도별 기존 지표 중 모두 일치하지 않더라도 다수 포괄

하고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범주화하고, 그 범주에 따라 결과를 정리했다면, “지

난 10년간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었는지”,“어떤 부분에서 강력한 성과가 있었는

지”에 대한 좀 더 선명한 답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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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질적조사와 관련하여, 기관 선정기준, 자료 수집과정, FGI 진행과정이 어

떠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2015

년 기준 570개였고, 유형별(5가지), 형태별(3가지),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

어촌)로 매우 다양하다. 수행기관 수와 유형별 다양성을 고려해 본다면, 총 6개 

기관(센터장 포함하여 8개)의 자료 수집은 다소 적다고 판단된다. 실제 연구자들

이 궁금해 했던 질문에 대해 얼마나 내용적 포화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 FGI 

진행방식 역시 궁금한데, FGI는 성원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센터

장, 직원, 아동, 아동 부모를 한꺼번에 진행했다면, 상호 역학 관계와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연구참여자들이 풍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지 궁금하다. 질적 분

석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자면,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을 하는 이유는 

사안에 대한 통합적 의견을 듣고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대상(센터장, 직원, 아

동, 아동부모)마다 어떠한 의견이 있는 지 그 차이를 분석하는 것 또한 사업 운

영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결하여, 대상별로 중요하게 생

각하는 주요 성과 지점을 비교해 보는 것도 야간보호사업 성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10년 간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의 성과분석을 마무리 지으며, 

향후 이 사업의 향배를 모색하는 것은 이번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적 전달체계의 아동보호사

업과의 배치에서,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의 포지셔닝, 공적 체계로의 이관 전

략 등 다양한 모색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발표 2. 어린이재단 빈곤가정지원사업 지원아동 성과모형 개발과 분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빈곤가정지원사업 성과모형 개발과 분석 연구는 이론

적 모델에 근거, 논리모형의 틀에 맞추어 성과모형 개발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제시해주고 있어, 향후 실천 현장에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성과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 실무자들이 수차례 논의하고, 논의를 통해 수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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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듭 거친 정성이 많이 들어간 연구라고 생각한다. 몇몇 부분에서 궁금한 것

이 있는데, 그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이에 앞서 <표 7>, <그림 5>, 

<그림 6>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수 이름을 살펴보면, 동일 변수인데, 변수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일관된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논리모형의 요소에 맞추어 프로그램이 어떤 경로를 통해 기대되는 성과로 이

어지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으로 성과모형을 분석하고 있다. 경로분석은 

매우 엄격한 각 변수간 인과관계의 명확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변수간 인과성을 확인해 나가는 작업은 무척 어려운 작업이지만 지

속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제시된 모형에서, 투입 영역에 배치된 변수들을 보면서, 이 변수들(사례

담당 경력, 후원금지원기간, 총지원금액)이 빈곤가정지원사업의 현물/현물지원 서

비스를 대표해서 담아내고 있는 변수인지 고민이 들었다. 특히 [사례담당 경력] 

변수를 투입 영역 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오히려 <표 7>의 [지원유형] 

변수를 고려해보는 것이 어떠한 지 생각해보았다.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정기적인 현금지원(직접제공)과 현물지원

(간접제공)의 결합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본문에는 이 결합효과에 대

한 분석결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결합효과를 이 모형에서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그리고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표 8>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총지원금액이 아동의 부정발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다. 마지막으로, 

경로분석 모형의 모형적합성지수와 궁극적 성과 변수(부정발달과 긍정발달)의 요

인분석 결과 값에 대한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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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3.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 희망가게 사회적 성과분석

사회적 성과를 화폐 가치로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어, 명료한 형태로 사업 효과

성을 볼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또한 10년간 일관된 성과 지표(데이터) 축

적을 통해 매년 그 변화량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비영리기관 중장

기 사업의 성과 관리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제안 

사항을 중심으로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핵심 임팩트 지표와 Proxy 지표 설정 관련해서, 

- [금융접근성 개선] 지표: Proxy 지표인 제2금융권 대출금리가 

25.4%~30.7%이고, 희망가게 창업대출금 이자율 2%(임차보증금은 이자 없음)간 

그 자체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금융접근성 개선] 성과액이 누적 49.8억으로 전

체 사회적 성과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크로크레팃이 생겨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의 전체 성과 중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 이 사업의 존재 여부가 아닌 이 사업의 실 효과라 

할 수 있는 창업주의 [가처분 소득 증가]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보았다. 

- 희망가게의 창업 업종은 이미용업 48.9%, 음식업 17.0%, 학원업 14.8% 특

정 업종에 80%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처분 소득의 

증가] 지표의 Proxy를 임금상승률로 보는 것은 너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지표

가 아닌지 생각한다. 좀 더 엄밀한 성과 산출을 위해서 희망가게 창업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동일 업종별 매출액, 동일 규모별 매출액을 Proxy로 설정하는 

것은 어떨 지 고민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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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와 동일한 이유에서, 희망가게 생존율 비교에 있어서, 그 비교치를 [전체 

사업체 생성, 소멸] 기준보다는 희망가게 창업 업종과 규모를 고려한 업종별/규모

별 생존율(창업, 폐업율)을 그 비교치로 두는 것이 어떠한 지 의견을 제시한다.   

 

셋째, 희망가게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 심사 접수자 중 탈락자에 대한 피드백, 컨설팅 과정이 있는 지 궁금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탈락자가 컨설팅 과정 후, 이후 사업 지원을 받게 되었다

면, 향후 이 항목은 금융 접근성 개선 지표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 창업 분야가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데, 당초 여성가장 창업 업종의 제

한 요소인지, 재원(아모레퍼스픽)의 성격 때문인지, 기술심사 등 심사 평가 틀이 

특정 업종이나 기술을 가진 대상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 희망가게 생존율이 t+5 시점에서 급감하고 있다. 실상 이는 일반적인 현상

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용

업이나 음식업의 경우 트랜드에 민감한 업종이기에, 예를 들어, 개업 3년차 이후 

이에 대비한 지속적 컨설팅 필요하고(5년 차 대비 재투자 비용 축적 방안 등), 

지원 사업 차원에서 재투자 비용에 대한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대비책이 고려되

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바는, 이제는 희망가게를 통한 2차 사회적 효과

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기간 이상 생존한 업체의 경우, 사회적 기여(예를 들어, 취약계층 대상 비용 할

인, 취약계층 고용, 기술 전수, 기타 지역사회 활동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여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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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우리의 미래! 
어린이가 혼자 그리는 그림은 꿈이지만, 

어린이와 우리가 함께 그리는 그림은 미래가 됩니다! 

어린이재단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전문성 

어린이재단은 국내외 아동을 위하여 생존지원, 

보호지원, 발달지원, 권리옹호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아동성장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재단

만의 특화되고 표준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

는 국내최대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투명성 

어린이재단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과 배분사업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또한, 나라의 투명한 살림을 책임지는 

관련 공직자 및 전문가들이 믿고 선택하는 신

뢰받는 기관입니다. 

역사성 

1948년 CCF로부터 출발하여 지난 67년간 

세상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외길을 걸어

왔습니다. 어린이재단은 한국의 사회복지 역

사와 그 궤를 함께하며 기부 문화를 선도해 

온 뿌리 깊은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국제성 

세계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 어린이재단 

연맹의 회원기관으로서 어린이재단은 세계 58

개국(2015년 기준)의 아동을 위해 지역개발사

업, 교육사업, 구호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서 인종, 성별, 종교, 국적에 상관

없이 한결같은 인류애를 실천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www.childfund.or.kr 후원문의 1588-1940 

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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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나눔����나����복한�대한민국

“비전” 빈곤�� 질병�� ��가����사회����������모금기관

“���가치” 인간존중�� 윤리성�� 열정�� 헌신�� 도전정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눔�����������������사���복한�대한민국������대표�나눔기관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다������������있습니다.

【모금(Fundraising)】

【배분(Allocation)】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c��st.or.�r� � (대표번호)� 080-89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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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은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참여로 이끌어가는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공익홛동을 지원하는데 활동의 목적을 둡니다. 또,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 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며 모든 정치적 단체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업 

≫ 개인 및 단체의 지정기탁에 따른 공익기금 및 특정주제를 갖는 목적형 기금 조성

≫ 기업과 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무담보 무보증 대출사업 

 

비전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의 생활화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실천 행동 비전으로     

  "나눔의 생활화"를 함께 추구합니다. 

미션  시민공익활동을 키워가는 창의적 서포트재단

 공익활동의 지속가능 모델 인큐베이팅

전통적 자선활동을 넘어,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 모델 개발을 추구합니다. 협력과 

연대를 전제로 비전을 함께 실현할 단체를 발굴합니다. 더 나아가 단체의 설립과 

사업, 자립을 지원합니다. 

 행동하는 시민기부문화의 확산자 

나눔의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기부자 ∙ 지원자), 기업, 단체, 정부 등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올바른 나눔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합니다. 

아름다운재단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13-1) 110-035 전화 02-766-1004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트위터 @beautifulfund 페이스북 / beautifulfund

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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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발  행  인

편  집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팩  스

홈 페 이 지

   2016년 7월

   이  제  훈

   김  은  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02-775-9122 (371~5)

   02-775-0250

   www.childfund.or.kr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복제를 금함

비영리기관, 
Outcome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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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lfare24.net/ab-3876-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