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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 비영리 부문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

나 국내에서는 비영리 단체의 형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또한, 신공공관리(NPM) 패러다임 속에서 준시장이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조직군 생태론을 중심으로 준시장 내 비영리 단체의

형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조직군 생태론은 분석 단위인 조직군(population)이 핵심속성을

가지고 환경으로부터 유사하게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조직군

의 형성과 사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밀도이다. 밀도는

조직군 내로의 새로의 진입에 양과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조직군 전체를 하나의 주요형태와 복수의 하위형

태로 체계적인 구분을 지었을 때, 밀도가 주는 효과의 방향과 세

기는 각 수준에서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내에서 제공기관들이 조직군으로 하나의 주요 형태를

공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형태의 밀도와 하위형태의 밀도가

각각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검

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주요형태의 밀도는 비영리 단체의 형성에 양과

음의 영향력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요형태와 하위

형태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밀도가 주는 영향의 방향과 세기는

상이하였다. 또 전반적으로 밀도가 주는 영향력은 양의 효과가 음

의 효과보다 더 강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직군 생태이론을 중심으로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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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단체의 진입을 분석하고 밀도변수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직군 내 시스템과 정체성에 기반한

조직군의 파악은 현실적인 부분과 이론적인 부분을 포괄하고 있어

이후의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분석결과

를 기반으로 정책적 제언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비영리 단체, 준시장, 조직군 생태론, 바우처, 사회서비스

학 번 : 2020-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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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비영리 부문은 현대 사회에 들어서 그 규모와 역할이 매우 증가하였

다. 여러 유형의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계속 늘어

나고 있다. 2020년 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국내 공익법인의 총자산

규모는 256조 원으로 대한민국 GDP의 8.8%를 차지했다. 이러한 비영리

부문의 증가 추세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 비영

리 단체의 분야별 기부금 중 사회복지 기부금은 2조 3631억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37.2%를 차지하였다(문일효, 2020).

또한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고령화, 핵가족화, 저출산 등으로 인해 사

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사회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필요성 역시도 크게 강조되고 있다.

2007년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실행된 이후로

국내 사회서비스 부문의 비영리 단체의 수는 급증하였다. 사업이 실행

된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 바우처 사업의 재정은 951% 증가하

였고, 제공기관은 357개에서 1,610개로 976% 증가하였다(사회서비스 전

자바우처, 2021).

도입 이후 전자바우처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대표적 정책수

단으로 자리잡았다. 전자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

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이 있다. 바우처 사업

초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만을 포함했으

나, 이후 점차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어 현재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

과 후 활동 서비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까지 확장하였

다. 전자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정부가 바라는 기대효과는 3가지로 다음

과 같다. 첫째, 고용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생활

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둘째, 바우처를 통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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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셋째, 시장기제를 도입하여 경쟁을 통해 서

비스 품질 재고환경을 구축한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2021).

바우처 사업의 기본적인 방식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소비 욕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다. 바우처는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해 주면서 소비행태에 대한 사회통제, 즉 소비가 정부가 규정해놓

은 일정한 목적에 부합하여 쓰일 수 있게 한다(Gilbert & Terrell,

2005). 바우처 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

이 아닌 소비자에게 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구매 촉진과 공

급자 간 경쟁을 유도한다(배화숙, 2009). 바우처 사업 도입 이후 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급증하

면서 사회서비스 시장이 확대되었다. 바우처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복

지서비스 시장은 혼합시장(mixed-market) 혹은 준시장(quasi-market)

체제로 이해될 수 있다.

준시장이라는 단어는 Williamson(1975)이 처음 언급하였으나, 실제적

인 등장은 80년대로 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공공부문이 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이자 전달자로 대두되었

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

적되면서, 80년대에 Thatcher와 Reagan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권

이 들어서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정권 출범 이후의 신공공관리(NPM)

패러다임은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민간영역의 역할을 증가시켰다. 이러

한 기조 속에서 80년대 후반에 등장한 교육 바우처 사업은 준시장이라

는 개념을 등장시켰다(Le Grand, 1991)

준시장의 도입은 국가가 사회서비스 자금을 조달하고 서비스까지 직

접적으로 제공하는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준시장에서

국가는 주로 자금만 조달하는 역할을 맡고, 영리와 비영리 단체가 서비

스를 공급함으로써 경쟁이 유도된다. 준 (Quasi) 시장인 것은 전통적인

시장체제와 비교하였을 때 여러 가지 차별점이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공급자들 간에 경쟁이 존재하면서도, 공급자들의 목적이 항상 이익 극

대화가 아니며, 공급자들이 시장과는 달리 항상 영리기업 들로 구성되

어있지 않다(Le Grand, 1991).

전자 바우처 사업의 도입은 민영화와는 다르게 정부가 사적부문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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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공급을 완전히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를 선정하고 서비스의 양도 결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와 표준

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수용과 공

급을 직접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양난주, 2015).

전자 바우처 사업의 등장과 비영리 단체의 증가라는 경향 속에서 사

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

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권의 경우 비영리 단체의 성격과 특징에

관한 연구가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그만큼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

황에서 이러한 준 시장체제 속에서 비영리 단체 형성의 기제를 이해하

는 것이 현재 국내 신공공관리(NPM) 정책 패러다임 속의 사회서비스

공급전달 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현재까지 비영리 단체를 주제로 한 연구는 압도적으로 서구권, 그중

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국내의 경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비영리 부문의 본격적인 성장과 맞물려 비영리 단

체를 주제로 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었다. 국내에서 초기 비영리 부문

의 형성에 관한 연구는 Hansmann(1980)의 계약실패나 Weisbrod(1975)

의 정부실패와 같은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 대부분의 연구

는 하나의 서비스 부문이나 특정한 지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인 비영리 부문의 성장이나 형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미국과 서구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에 적

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여기다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의 경우 대

부분 하나의 중심이론보다는 여러 영향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거나(이재

복, 2015), 자료가 불완전하여 비영리 단체의 유형을 연구모형에 포함하

지 못하거나(김영나·조윤직. 2014), 대리변수를 사용하였다(김석은·김유

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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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론 중에서 조직군 생태이론(population ecology

theory)에 주목하여 준시장 내에서 비영리 부문의 형성과 역동성을 파

악하고자 한다. 조직군 생태이론은 조직군(population)을 분석 단위로

한다. 조직군 생태이론에 따르면 조직군은 핵심적인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환경에서 오는 외부적 압력에 유사하게 반응한다. 공

통형태의 조직군은 특정한 적소(niche)를 공유한다. 적소는 한정되어있

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리적, 제도적 공간이다. 이러한 적소

안에서 조직군은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게 된다(Hannan & Freeman,

1977). 조직군 생태이론은 하나의 체계 안의 조직군을 분석하는데 있어

형성과 퇴출을 반복하는 역동성을 잡아내는 데 매우 유용하다. 조직군

생태이론에서 밀도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조직군이 공유하는 적소안

에서 상호작용의 양상에 조직의 수인 밀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직군 생태론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장을 분석함으로써 비영리 단체의 형성과 역동성을 하나

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비영

리 조직군의 역동성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가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주요형태와 정체성을 기준으

로 하위형태를 구분하여, 비영리 단체의 형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준시장이라는 독특한 환경하에서 비영리 단체와 영리 단체가

혼재되어있음에 주목하고, 비영리 단체가 준시장 내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던지고 있다. 1)

준시장 내에서 제공기관들은 조직군으로써 하나의 주요형태를 공유하고

있는가? 2) 준시장 내에서 조직군의 밀도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영향

을 끼치는가? 3) 주요형태의 밀도와 하위형태의 밀도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있어서 각각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러한 연구질문을 통해 준시장 내에 비영리 단체의 형성과 역동성의

기제를 실증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점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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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연구는 특정한 형태의 시장 내에서 비영리 단체들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각 자치구마다 행정관할이

분할되어 있고, 전자바우처 사업 중 다수의 사업(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가사간병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달재활사업, 언어발달지원사

업,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은 시군구 단위로 사업허가가 이루어

지고 있어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시

장이 자치구별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별로 비영

리 단체의 형성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다.

두 번째는 전국으로 연구범위를 넓힐 경우, 지방에서는 단순히 제공

기관의 존재 여부 확인으로만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직군의

역동성보다는 해당 지역에 서비스 공급 여부 정도밖에 볼 수 없게 된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혼재된 준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을 다루기 위해서는 제공기관

의 수가 충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구와 경제규모가 가장 크

며 자료가 상대적으로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하

는 것이 적합하다.



-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이론연구

1. 비영리 단체의 정의와 관련 이론

Hansmann(1980)은 비영리 단체의 정의를 ‘재정적 이익이 단체 자산

에 권한을 가진 이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단체’로 내린 바 있다. 한편

Hall(1987)은 비영리 단체를 다음 세 가지 목적과 결부된 개인들의 집

합이라고 정의하였다. (1) 국가에서 위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

국가와 영리단체가 공급하지 않는 공적인 일을 수행한다. (3) 국가, 영

리단체, 혹은 다른 비영리 단체에 영향을 행사하려 한다. 또 Salomon과

Anaheier(1996)는 (1) 공식적인 설립, (2) 자기통치적(self-governing)

성향, (3) 정부로부터의 분리, (4) 이윤분배 하지 않음(non-profit

distributing), (5) 자원의 원천이 자발적인 특징을 가진 단체를 비영리

단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은 모두 비영리 단체가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단체와 구별됨을 강조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 현대적인 비영리 단체는 기독교적 박애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 산업화, 민주화, 국제화의 흐름이 대두되

면서 자발적 협회(voluntary association)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Bermeo & Nord, 2000).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는 후기 산업화, 다양

화, 새로운 국제화, 복지국가의 등장으로 이전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

태의 비영리 단체가 등장하였다(Salamon, 1995). 19세기에는 자발적 단

체의 전반적인 틀이 형성되었고, 1960년대에는 다양하고 분권적인 단체

들이 등장하였다. 정부 보조를 기반으로 공익적 서비스 단체가 증가하

였고, 이익집단들도 증가하였다(김승현, 2004).

한국 사회에서 서구적인 시민사회가 등장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로,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해 다원적 사회구조

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유석춘. 장미혜, 2001). 그리고 1997년 외환위

기로 인해 노동시장에 지대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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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가 동반되었다. 90년대 후반,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기초생활보

장제도를 포함한 복지개혁이 실행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막대하게 증가하였다(Bidet & Eum, 2011). 또 2000년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어 비영리 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본격적

으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사기업들도 사회적 책

임이라는 명목하에 막대한 양의 재정을 복지 서비스와 문화 예술 사업

에 투입하기도 하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비영리 단체들의 규모와

그 역할은 더 커지게 되었다(Kim & Kim. 2014).

2. 비영리 단체의 등장에 대한 기존 이론

기존의 비영리 단체의 등장 원인을 다룬 이론들은 본 연구의 주 이

론은 아니지만, 이전 연구들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져 왔고,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통제변수를 선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기에 짚고 넘어갈 필

요가 있다. 비영리 단체에 대한 주요 이론들은 삼분법(trichotomy)적으

로 정부, 영리 단체, 그리고 비영리 단체를 구분한다. 이 세 부문은 각

각 이용자(constituency)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소위

실패상황이 일어날 경우,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실패상황에서 이용

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영리 단체가 등장한다

고 주장하는 주요 이론이 경제학의 three-failures theory이다(Steinberg

& Powell, 2006).

Three-failure theory에서의 3가지 실패유형은 계약실패(contract-failure),

정부실패(government-failure), 그리고 자발실패 (voluntary-failure)이다. 첫

번째로 계약실패는 시장실패의 한 종류로서, Hansmann(1980)이 처음

언급하였다. Hansmann은 소비자가 구매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가 부족한 소위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의 상황에서 계약

실패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비영리 단체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비영리

단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비분배 제약(non-distribution

constraint)이다. 이는 비영리 단체가 특성상 이익분배를 할 수 없으므

로 영리 단체처럼 이득의 최대화라는 목적 아래 서비스의 품질을 정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 비대칭이 극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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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단체보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

를 더 신뢰할 만한(trust-worthy) 공급자로 인식하게 되고, 비영리 단체

들의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서비스의 대상인 빈곤층

이나 노인층은 비교적 높은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들보다 소유한 자원도

적고 정보 비대칭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층이나 노인

층들은 사회서비스를 소비하는데 영리 단체보다는 비영리 단체를 선택

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실패는 정부가 대다수 유권자, 즉 중간 투표자

(median-voter)의 선호에만 기초하여 재정을 지출하고 중간 투표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비영리 단체가 정부를 대신하여 특정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정부실패는 공공재 이론(public

good theory)로도 불리며, 하나의 특정한 서비스 시장에서 비영리 단체

의 형성 원인에 대해 설명한다. Weisbrod(1975)는 정부실패로 인해 서

비스 시장에서 영리 단체와 비영리 단체들이 혼합된 상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부실패는 초과수요의 상황에서 매번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

는 정부의 태생적인 특성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서 비영리 단체는 수요에 부응하여 공공재를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초

과수요 상황은 정부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대 사회의

다원성으로 인해 더 다양한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이기도 하다(Young,

2000).

마지막으로 자발실패는 시장에서 비영리 단체의 실패를 정부와 영리

단체가 보완하는 상태로 정부, 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 간에 삼분법적인

체제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정부실패의 대척점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자발실패 이론은 비영리 단체가 공공재에 대한 요구로 형성되지만 이러

한 공공재를 비영리 단체가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부가 비영리 단체 이상으로 공공재를 보완하여 공급한다고 보았다

(Salamon, 1987).

Salamon은 정부실패에서 나타나는 정부와 비영리 부문 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경쟁적인 것에 대해 항상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영리 부문은 정부의 한계에서 나오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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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임에 불과한데, 이 경우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도 비영리 부문이 작동

하는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Salamon et al, 2000).

이 맥락에서 Salamon은 자발실패의 개념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경

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는 무임승차(free-riders

problem)에 의한 것이다. 비영리 단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잠재적 기

부자는 기부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기부자는

기부할 때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효용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에 기부의 양은 대개 균형상태(equilibrium)에 도

달하지 못한다. 무임승차 효과는 특히 경제적 공황이나 경제침체 시기

에 두드러져서, 비영리 단체들이 충분히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

황을 만든다. 두 번째는 비영리 단체가 특정한 인종, 종교, 지역 혹은

이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초

과공급, 어떤 경우에는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세 번째는 비영

리 단체에서 일하거나 봉사하는 인원들이 수요자(client)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인식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급자와 수요

자 간의 미스매치가 실패로 나타날 수 있다(Smith & Grønbjerg, 2006)

이러한 자발실패에 기초하여 등장한 이론이 상호의존이론

(interdependence theory) 이다. 상호의존이론에 따르면 자발실패가 발생

하는 경우 정부와 비영리 부문은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게 된다.

이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비영리 부문의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

치게 된다. Salamon et al.(2000)은 이미 비영리 부문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일수록 정부의 지원이 비교적 신속하게 효과를 나타내므로 보건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이러한 협조 관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

보았다. 상호의존이론에서 정부는 비영리 부문의 정치적, 경제적 후원자

로서 작동하게 된다.

한편으로 Salamon과 Anheier(1998)이 주장한 사회기원론(Social

Origin Theory)은 비영리 영역의 확대는 해당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복합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회기원이론의 관점은 비영리 부문의 성장이 특

정 요인에 의해 설명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회기원론은

Esping-Anderson(1990)의 ‘근대 복지국가의 기원에 대한 연구(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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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s of the Modern Welfare State)’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사회기원

론에 따르면 민주주의나 복지국가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

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존 이론들은 비영리 단체의 역할과 형성이 매

우 복잡한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매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비영리 단체의 형성 및 역동성: 조직군 생태이론을 중심으로

비영리 단체들이 형성되면 그저 개체들로 존재하게 되는가? 비영리

부문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비영리 단체들도 개별적 존재가

아닌 하나의 공통된 속성을 공유하면서 조직군(population)으로 형성되

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군은 어떤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지속되

는가? 이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크게 조직군 적응이론(orgazniational

adaptation theory)과 조직군 생태이론(population ecology theory)이 존

재한다. 조직군 적응이론은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

제도주의(institutionalism), 그리고 전략적 경영(strategic management)

을 포괄하는 조직군 단위의 이론이다. 조직군 적응이론은 조직이 환경

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조직의 존폐가

전략적인 경영에 달려있다고 본다.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조직의

의사 결정(decision-making)이 시장에서 조직의 존재에 결정적인 영향

을 끼친다는 것이다(Twombly, 2003).

조직의 하위단위(sub-unit), 예컨대 관리자와 같은 인원들은 조직이

당면한 환경에서 기회와 위협요인들을 살펴보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여

조직의 구조를 환경에 적합하게 조정한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조직군

적응이론은 경영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조직이

당면한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데에는 몇몇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1) 조직의 투자활동을 통해 다른 업무나

기능을 쉽게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 (2) 의사결정자(decision-maker)들

이 인식할 수 있는 정보들에는 제약이 있다. (3) 조직의 구조를 바꾸려

는 행동은 조직 내부의 정치적 불균형과 내부적 저항으로 이어진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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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자체적인 역사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Hannan & Freeman,

1977).

이러한 한계는 구조적 불활성(structural inertia)을 야기한다. 구조적

불활성이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변화의 압력이 존재함에도 기존 구조를

유지하려는 조직의 행태를 말한다. 그러나 환경에서 오는 압력이 클수

록 조직 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좁아지고, 환경이 더욱

더 강조된다. 환경이 부여하는 압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생할 수

있다. (1) 시장의 진입과 퇴출 과정에 존재하는 법적, 재정적 방해물의

존재, (2) 외부적 제약과 더불어 정보의 제약으로 인한 내적 제약, (3)

환경으로 인한 조직 정당성에 대한 제약, (4) 집합적 합리성(collective

rationality1))이 그것이다(Hannan & Freeman, 1984).

조직군 적응이론과는 반대로 조직군 생태이론은 환경의 영향에 집중

한다. 분석의 단위인 생태군(ecology) 또는 조직군(population)은 유사한

핵심 속성을 가지고 이로 인해 환경으로부터 오는 영향에 유사하게 반

응한다(Hannan & Freeman, 1977). 조직군 생태이론은 거시적으로 조직

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환경의 변화에 의한 대규모 조직 변환과 진화가

전개되는 양상에 집중한다. 외생적으로 환경 조건, 내생적으로는 구성조

직 변화를 통해 조직의 성장 및 사멸이 설명된다. 이러한 조직군 생태

이론은 진화론적 시각의 흐름 안에서 생물학의 자연도태 이론을 적용한

것이다(김용학. 염유식, 1991)

조직군(population)은 여러 조직(organization)의 집합이다. 이는 특정

조직군에 속한 조직들이 공통적인 조직의 형태를 공유한다는 개념에 기

반하는 것이다(Hannan, 2005). 이러한 형태는 조직군이 분포하는 적소

(niche)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적소는 조직군이 지속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자원들의 조합을 모두 포함하며, 하나의 조직군

이 다른 조직군들을 밀어냄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한정된 공간이다. 조

직군 안에서 밀도의존적 경쟁은 공통적인 적소의 자원에 대해 경쟁을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자원들은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수요, 노동력,

1) 집합적 합리성(Collective Rationality)은 개인 수준의 움직임과 집합적 수준

의 조직적인 움직임 간에는 논리가 다르므로, 집합적 수준에서 합리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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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자원, 시설, 재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Hannan & Freeman,

1977).

적소를 공유하는 조직들은 공통된 형태를 공유하고 이로 인해 환경으

로부터 오는 압력에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적소 내에서 자원

의 제약으로 인해 한정된 숫자의 조직만이 지속될 수 있고, 같은 적소

내의 조직들끼리 경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직군 내의 조직의 수인

밀도가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조직군 생태이론에서 환경에 의한 선택(selection)이 조직의 퇴출과

존속을 결정한다.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유지되는 어떤 조직 형태는 몇

몇 결정자들의 의도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그 형태의 선택과 유지는

환경에 의한 것이다(김용학. 염유식, 1991).

그렇다면 조직군 생태이론의 역인과관계의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가?

밀도는 비영리 단체의 형성과 퇴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진입 그 자체 때문에 밀도가 높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밀도 이외의

변수로 인해 진입이 다수 일어나 한 시점에 밀도가 높을 수 있어도, 적

소 내 자원의 한계로 인해 조직군 내의 사활이 일어나게 되어 균형상태

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진입 자체가 한 시점에서 밀도를 증가

시킬지언정 장기적으로 밀도를 유지시키지 못한다(Carroll & Delacroix,

1982). 따라서 본 연구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시점에서 밀도가

비영리 단체의 형성에 행사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비영리조직은 임무, 형태, 비분배 제약 등 하나의 조직 형태를 속성으

로 공유하고 있지만, 각 조직들마다 동질적이지 않으며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Ben-Ner, 2002). 기존의 비영리 연구들은 이러

한 조직 간의 이질성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Bielefeld, 2000;

Salamon, 2001; Salamon & Anheir, 1997) 이러한 이질성은 조직군이

하나의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하위형태로 나뉘는 체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조직군 생태이론은 사회적 구조의 시스템적

성격을 강조한다(Baum & Shipilov, 2007). 동일한 형태를 공유하는 상

향 또는 하향적인 다층적인 구조에서 조직들 간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때, 각각의 층들은 계층적으로 상위와 하위 단계로 둥지를 튼(nested)

계층적 구조의 체계를 형성한다(Amburgey & Rao, 1996). 하위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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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형태 간의 관계는 체계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총합적인 정체성의

체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조직군 생태론자들은 조직의 밀도가 조직군 내로

의 새로운 진입에 정당성(legitimacy)과 경쟁(competition)이라는 영향으

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Hannan & Freeman, 1977). 진입에 정당성의

영향을 나타낸다는 것은 진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며, 경쟁은 진입을 막

거나 퇴출을 유도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조직군 생태이론 초기에는 계

층적인 구조와 하위형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조직군

전체에 하위형태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았

다. 그러나 단일의 주요형태가 아닌 하위형태들이 하나의 주요형태에

계층적인 체계로 연결된 구조를 고려한다면 영향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들의 경우 바우처 서비

스 제공기관이라는 주요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주요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위형태를 설정하여 나누어 본다면 하위형태의 밀도로부터 받

는 영향의 세기와 양상은 주요형태의 밀도로부터 받는 것과 다를 수 있

다. 이런 맥락에서 공동체생태이론(community ecology theory)의 경우

조직들이 서로 호혜적이면서 공생적인 기능적 보완을 갖는다는 것을 주

장한다(Baum & Shipilov, 2007).

이런 호혜적이고 공생적인 기능적 보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발

생할 수 있다. 1) 기존 조직군의 존재로 인해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

갖가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2) 필요한 노동력에 대한 취득이 비교

적 쉽다. 3) 지식의 파급(knowledge spillover)이 조직 간에 이루어진다.

4) 수요에 대한 정보나 생산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성공적인 조직을 보

고 빠르게 퍼질 수 있다. 5) 잠재적 고객을 탐색하는 비용이 감소한다

(Baum & Haveman, 1997).

따라서 이러한 조직 정체성과 조직 형태의 계층적인 측면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하나의 주요형태를 보이는 단체들의 밀도는 진입

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밀도를 하위형태로 분류해서 봤을 때 그 영향

의 방향과 세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하위형태의 설정은 연구마다 다르지만, 같은 주요형태 안에서

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속성에 따라 형태를 나누고 있다. 서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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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행된 조직군 생태이론 연구에서 비영리 단체의 이러한 형태는 정

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질적인 서비스 유형(사회서비스, 예술, 환경

등)을 기준으로 정의되어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

바우처 사업 내에 모든 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연구의 목적

에 따라 바우처 사업별로 각각 하위형태를 설정하기에 어떤 사업들은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다른 사업들에

비해 제공기관의 수가 월등히 적어 밀도라 볼 수 없는 사업들도 존재한

다. 그렇다면 비영리기관 내의 주요형태를 어떤 방식으로 하위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가?

조직군의 정체성(identity), 즉 조직군을 주요형태와 하위형태로 구분

하는 기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는 청중(audience)이다.

청중은 조직군이 활동하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인식한다. Hannan(1989)에 따르면 조직군의 정체성은 사회적

인 관례(code), 관습, 그리고 조직에게 기대하는 개별적인 특성에 의해

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례와 관습은 기본적으로 청중들이 가

지고 있는 어떠한 기대감(expectation)이며, 이것이 조직적 특성과 제약

을 형성한다(Hsu & Hannan, 2005).

그렇다면 제공기관이 어떤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하위형

태를 구분할 수 있다. 각 청중들마다 하위형태의 제공기관에 기대하는

특성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장 내에서 사회제공기관이 누구를 대상자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에 따라 하위형태를 구분하였다. 이는 청중에 의한 사회적인 인식이

조직군 사이의 형태(form) 구분에 유효하다는 기존 연구들과 맥락을 같

이한다. 이는 객체적(objective)인 특징만이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규범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을 통해 조직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제도

주의적 전통을 반영한다(Hannan et al. 2011).

개별 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였

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공기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공

기관,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공기관으로 나누었다. 대상자가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청중들이 이들에게 기대하는 특성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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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각각 다를 것이고 이에 따라 하위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하위형태로 구분된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후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다루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4. 준시장

준시장은 공공재를 수급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공공선

택론에 기반하고 있다(Warner & Hefetz, 2008). 전통적인 시장경제와

정부의 중간 형태로 준시장은 서구사회에서 정부가 사회복지 부문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가 재정과

서비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재정만 조달하는

역할을 맡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영리와 비영리 단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과 같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준시장

의 목적이다(Le Grand, 1991).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8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시작하여 이후 다른 서구 국가로 퍼졌고, 교육, 연금, 의료 부문까지도

확장하였다. Le Grand(1991)에 따르면 준시장에는 소비자를 둘러싼 공

급자 간의 경쟁이 존재하면서도 전통적인 시장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시장 내의 모두에게 이익의 최대화가 목적이 아니며, 이러한 이익은 사

적으로 소유되지 않을 수도 있고, 소비자의 구매력이 화폐보다는 바우

처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을 통해 공적 구입기관에 집

중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도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닌

시장을 형성해놓은 인원들에 의해서 시장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LeGrand, 1991).

Le Grand & Bartlett (1993)에 따르면 준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시장 내에 경쟁이 존재해야 한다. 충

분한 수의 공급자와 구매자들이 존재하여 시장 내로의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가격과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시장 내에서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는 불확실

성이 낮아 거래비용이 충분히 낮아야 한다. 네 번째로는 공급자와 구매

자들의 시장에 참여할 동기가 충분해야 한다. 구매자들의 서비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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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요가 충분해야 하고, 공급자들은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

어야 한다. 마지막은 소위 크림스키밍(cream-skimming)과 관련되어 있

다. 크림스키밍은 경제학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같이 공급자들

이 유리한 시장에만 선택적으로 진입함으로써,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Le Grand & Bartlett은 이러한 다섯 가지 요

소들을 정부가 적절하게 통제해야만이 준시장의 목표인 효율성, 응답성,

선택기회 보증, 공평성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에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준 시

장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준시장 도입은 해외와 비슷하게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 번째, 공급 측면에서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효율성을 증가

시킨다. 두 번째,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접근성

을 향상시킨다(사회서비스 바우처, 2021). 바우처라는 정책수단을 중심

으로 준시장이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 영리단체, 비영리단체로 구

성된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가 형성되었다.

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구호의 필요성으로 인해

시작되었으나,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개발연대에는 성장에 대한 강

조로 인해 매우 간과되었다. 이 시기에 복지 공급은 대부분 외국 원조

에 의존하였다. 1980년대에 한국의 복지체계는 민주화를 통해 변화하였

다. 민주화 이후 공공부조제도가 확충되었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서

비스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영종, 2012).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는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를 포함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되었다. 이외에도 2000년에는 빈곤층을 위한 공공 사회부조 제도가 갖

추어졌다.

이러한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은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

달체계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사회서비스는 저

소득층과 취약계층에 국한되어 정부가 정해놓은 표준 품질에 기초하여

공급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사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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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소비하고자 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평

균 소득 이하의 전체 인구 60%가 사회서비스의 대상자가 되었다(조현

승 외, 2012). 다양한 종류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복지

부문의 규모 역시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거의 모든 서비스를 도

맡는 기존의 전달체계에 대해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서비스 전달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공공기관이 사적 공급자와 계

약을 맺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영화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있어 시장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

에 상업화(commercialization)로 이어진다(김기원, 2017).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공급자 위주의 시스템에서 대안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도입하였다. 이는 사적부문의 영리 단체와 비

영리 단체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써 시장을 형성하고,

소비자는 바우처를 통해 보다 확대된 선택권으로 고급화되고 다양해지

는 사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조현승 외, 2012).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모든 서비스는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신청

자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신청자

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비

스의 양은 횟수와 시간으로 정해진다.

2007년 도입 당시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으나 서비스의 유형과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

회서비스의 확충은 다양한 돌봄서비스 욕구에 대응하면서도 일자리 창

출에도 증가를 가져와 사회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보건복지부

하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반적인 서비스의 품질이 규격화되어 정부는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의 품질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강혜규, 2013).

다음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 분야이다. 조직군 생태이론에 의

하면 조직군 적소(niche)를 둘러쌓고 밀도의존적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적소는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수요, 노동력, 물질적 자원, 시설, 재원 등

을 포함하고 있다(Hannan & Freeman, 1977). 특히 이 중에서 서비스

수요는 잠재적인 이용자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조직군 생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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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위형태의 구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이러

한 이용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청중(audience)이다. 그리고 청중이 어떻

게 조직군을 바라보고 인식하는지가 조직군의 정체성(identity)을 결정

한다(Hsu&Hannan, 2005; Bogaert et al. 2016). 이는 누구에게 어떤 서

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조직군의 정체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청중이 누구인가에

따라 하위형태를 구분 지어 볼 수 있다. 즉 사업 대상자에 따라 하위형

태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대상자별로 구분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내의 사업들이다.

1) 저소득층 대상 사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과 지역사

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다. 우선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

는 사업이다.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

위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중증질환자, 법정

보호세대, 장기입원 퇴원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제공인력을 통해 신체

수발, 간병,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사업이다. 지역과 가구별로 다양한 특

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하

여 이용자가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

고 있다. 지자체마다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의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서

비스여도 어떤 지자체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는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 서

비스, 돌봄여행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이 실행되고 있다.

2) 장애인 대상 사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아동재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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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이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활동보조(PAS: Personal Assistance Service)를 통해 지원해줌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대상은 장애인

복지법 상에 등록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이다. 소득

수준은 무관하며,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 결과가 220점 이상이면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보조로 나뉘어져 이루어진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활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서비

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

동을 대상으로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시각 장애 등을 가진 아동이 모두 포함된다. 서비스 대상 소득기

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언

어,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장애아동가족지원을 위해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제공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가 실행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위의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아동재활

치료사업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소득수준이 무관한 사업들이 대

부분이고(장애인활동보조사업,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사업, 발달장애

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장애인이라는

명확한 사업 대상자가 존재한다.

3) 산모·신생아 대상 사업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은 출산 가정의 소득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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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

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차등화된다. 서비스 내용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 산모 식사준비,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연구는 사업 시행 전에는

바우처라는 정책수단의 성격에 대해서 주로 이루어졌다(정광호, 2007).

바우처 사업 도입 이후 진행된 초기 연구들은 정책수단으로서의 바우처

에 대한 이해와 사회서비스 시장의 성격에 초점을 맞췄다(배화숙, 2007;

남찬섭, 2008; 이재원, 2008). 이후의 연구들에는 시장기제 정책논리가

유효한지, 이용자들의 선택이 이루어지는지, 경쟁체제가 존재하는지 등

이 연구되었다(김인, 2010; 양난주, 2011; 김민영 외. 2012; 신창환,

2012).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서비스 시장이 의도하는 바대로 사용자들

의 선택권이 더 넓어졌는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증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런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들

은 대부분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바우처 사업이 진행되고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점에 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김인숙, 2010; 김미옥 외,

2012; 오윤희·조원일, 2012; 강혜규, 2013; 전용호·이민홍, 2018). 이러한

연구들 역시 대부분 하나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집중하였

다. 전체적인 현황과 개선방안에 집중한 박서연 외(2017)이나 김순양

(2019)의 경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정부가 본래 의도했던 목표에

비하여 경쟁, 서비스 공급,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가 미비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양난주(2015) 역시 정부가 설정했던 목표와 정책의 현황을 비

교하여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전개가 의도했던 바에 미치지 않았음

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과 공급전략 전반에 있어 수정이 필요함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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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증연구

1. 국외연구

비영리 단체의 진입과 형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대부분 미국을 중

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대부분은 형성 원인에 집중하여

Hansmann(1980), Weisbrod(1977)의 계약실패와 정부실패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여기에 Salamon(2000)의 자발실패를 중심으로 상호의존

이론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비영리 부문의 성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연구마다 변수의 방향성이

달라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1) 기존 이론 중심 연구

다음 연구들은 기존 이론, 그중에서도 three-failure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계약실패, 정부실패, 자발실패를 검증한 실증연구들이다.

Ben-Ner & Van Hoomissen(1992)은 시장의 크기, 수요의 이질성 등

이 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다양성이 존재하면서도 내부

적으로 결속력이 강한 단체들이 존재하는 사회일수록 비영리 단체들이

많을 것으로 보았다. Corbin(1999)의 경우 미국의 285개 도심지역을 대

상으로 비영리 영역의 성장요인을 알아보았을 때 사회 통합 정도, 수요

의 이질성(demand heterogeneity), 정보의 비대칭성이 비영리 단체들의

형성에 양의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Matsunaga & Yamauchi(2004)는

Corbin의 연구에 영향을 받아 정부실패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요 이질성

에 집중하였고, 정부실패에 따라 비영리 단체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Lecy & Van Slyke(2013)은 정부실패와 상호의존론을

검정하였고, 정부 보조금이 비영리 단체의 형성에 유효한 변수임을 강

조하였다.

2) 준시장 실증연구

사회바우처 서비스와 같이 영리단체과 비영리 단체가 동시에 공존하

는 시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역시 진행되었다. Rose-Ackerman(199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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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단체가 우세한 시장에서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대해 분석하였고,

정부의 보조 정도(보조금, 면세혜택)에 따라 진입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Twombly(2003)의 경우 미 연방정부의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AFDC) 정책 하에 도심 지역의 비영리 단체의 진

입과 퇴출 양상을 분석하여, 규모, 활동연도,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

공하는지가 주요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Ballou(2008)의 경우 미국의 요

양병원들의 진입 양상을 분석하면서 영리단체과 비영리 단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양상이 비슷함을 보았다. 다만 정부 단체의 경우 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와 다르게 시장이윤이 낮아도 진입하는 것으로 보았다.

3) 미시경제학 연구

Lakdawalla & Philipson(2006)의 경우 미시경제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시장 안에서 영리 단체와 비영리 단체 간의 경쟁양상을 분석하며 비영

리 단체의 존재로 인해 영리 단체의 가격설정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을 암시하였다. 또 영리단체의 경우 비영리단체 보다 시장의 변화에 더

민감하여 진입과 퇴출이 상대적으로 더 신속할 것이라 보았다.

Chakravarty et al(2006)은 이런 Lakdawalla & Philipson의 모델을 사

용하여 영리 단체와 비영리 단체의 진입율과 퇴출율을 살펴보았고 영리

단체의 진입율과 퇴출율이 지속적으로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영

리단체의 진입은 수요 변화에 비영리단체 보다 더 민감함을 확인하였

다. Harrison & Laincz (2008)도 미시경제학 이론을 적용하여 비영리

단체들의 진입과 퇴출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4) 조직군 생태론 연구

본 연구의 주 이론인 조직군 생태론을 통해 비영리 단체의 형성을 알

아본 연구도 미국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McPherson(1983)은 미국 중서

부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조직군 생태이론의 적소 안에서 벌어지는 경쟁

상태를 생물학의 방법론인 Lota-Volterra 경쟁 방정식을 적용하여 분석

하였다. Wolch & Geiger(1983)은 Los Angeles 카운티 단위에서 비영리

단체의 형성이 지역적 필요와 자원에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McPherson, 그리고 Wolch & Geiger의 연구는 특정한 지리적 적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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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예컨대 빈곤 정도나 소득)에 따라 비영리 조직들의 밀도가 결정된

다고 보았다.

Bielefeld(1994)는 조직군 적응이론을 기반으로 비영리 단체의 존속

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활동 연수가 적고 규모가 작으며 소득 원천이

다양하지 못한 단체일수록 존속이 어렵다고 보았다. Bielefeld et

al.(1997)은 후속 연구로 조직군 생태이론을 통해 Texas Dallas 지역의

비영리 단체들을 하위유형을 나누어 인구적·지리적 특성이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 인구의 나이대, 소수인종의 비중, 인종적 이질성 등이

비영리 영역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하위유형이 경쟁상태가 아닌 집

합경제(agglomeration economies)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elefeld & Murdoch(2004)는 이후 영리 단체와 비영리 단체가 혼재된

도심지역(metropolitan) 지역에서 밀도를 중심으로 비영리 단체의 형성

을 분석하였다. Bielefeld et al.(1997)의 연구와 비슷하게 Bielefeld &

Murdoch는 비영리 단체의 하위형태들이 일정한 수준에서는 집합경제로

서로 간에 호혜적인 관계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Grønbjerg & Paarlberg(2001)는 조직군 생태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

지 않았지만, 비영리 단체의 밀도가 종교적 다양성, 빈곤 수준, 정부 보

조금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에서 정부실패론에 입각

해 연구를 진행한 Corbin이 비영리 단체의 형성이 사회의 변화에 민감

하다고 주장했던 것에 반해, Grønbjerg & Paarlberg는 비영리 단체의

형성이 사회의 변화에 비교적 둔감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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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연구

현재 국내에서는 비영리 단체 조직군의 형성이나 성장을 뚜렷하게 설

명할 수 있는 이론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영리 단체의 형성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

로 설명되어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양상이 정부 주도로 이루

어졌기 때문에 정부와 비영리 부문의 성장이 타 서구 국가에 비해 더

밀접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병선(1993)은 비영리 부문이 거의 연구되고 있지 않은 국내의 상황

에서 비영리 부문이 정부부문, 사적부문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특히 자원의존이론에 입각하여 비영리 부문이 정부가 공급하는

자원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준기(1998)는 주인-대리

인 이론의 관점에서 비영리 기관의 제도적 측면에 집중하여 비영리 단

체와 정부 조직 및 영리 단체를 비교하였고, 일반적 행태를 설명하려

하였다. 또 이후 후속 연구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비영리 부문의 규모

와 존속 여부에 결정적이어서, 비영리 단체들이 정부에 과도하게 의존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김준기, 2000).

비영리 단체의 형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분석한 안석기·이태섭(2012)

은 본 연구의 주 이론인 조직군생태이론의 관점에서 밀도를 중심으로

형성과정을 분석하였으나, 한국이 아닌 미국의 Florida 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김영나·조윤직(2014)은 정부실패와 계약실패 이론에 입각해 우

리나라 비영리 단체들의 규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단순히 비영리 단체의 수를 종속변수로 했기 때문에 비

영리 단체들의 개별적 분야는 고려하지 않았을뿐더러 시계열이 아닌 횡

단면 분석을 시행하였다. 김석은·김유현(2015)은 사회기원이론에 입각하

여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규모와 비영리부문의 성장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연구는 정부실패이론과 상호의존이론보다는 사회기원이론

이 더 근거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비영리 단체와 영리 단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나 존재한다. 먼저 조현승 외(2012)는 시

장 집중도 지표인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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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I)를 통해 산모신생아도움서비스에서 전자바우처 도입 목적에 따라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산모신생아

도움서비스 시장에 일정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이재복(2015)은 노인돌봄종합 및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제

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영리단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

하여 분석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김은하(2017)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의 진입과 퇴출에 대해 분석한 바 있으나, 영향요인분석 보다는 진입과

퇴출 자체의 기초 통계적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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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분석 틀

1. 연구질문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준시장 내에서 제공기관들은

조직군으로써 하나의 주요형태를 공유하고 있는가? 2) 준시장 내에서

조직군의 밀도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영향을 끼치는가? 3) 주요 형태

(제공기관)의 밀도와 하위 형태(대상자 유형별 제공기관)의 밀도는 비영

리 단체의 진입에 있어서 각각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특

별시 내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한정하였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

업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

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이다. 연구는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청중

(audience)에 따른 정체성 개념에 따라 저소득층 대상, 장애인 대상, 산

모·신생아 대상으로 하위형태를 나누었다. 또 제공기관은 비영리 단체

와 영리 단체로 구분하고, 이들의 진입과 퇴출을 연도별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는 연도별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밀도가 비영리 단체

의 진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볼 것이다. 본 연구는 조직군 생태이

론에 따라 이러한 진입이 지역에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의 밀도(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연구의 분석틀

2장에서 본 연구는 조직군 생태이론에 따라 지역적 밀도가 비영리 단

체의 형성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Hannan & Freeman, 1977). 사회서비

스 바우처 시장이라는 하나의 준시장 안에 제공기관의 주요형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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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체성에 따른 하위형태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림 참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독립변수는 사회제공기관의 지

역적 밀도이다.

통제변수의 경우 퇴출한 비영리 단체의 수, 퇴출한 영리 단체의 수를

조직군 생태이론적 변수로 포함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우선 당해 연도 제

공기관들의 직원 수, 시설이용자 수를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비영리 단체

에 대한 이론들을 기초로 비영리 단체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들은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3. 연구가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라는 준시장 하에서 비영리 단체

의 형성을 분석한다. 이때 조직군 생태론에 기반하여 사회서비스 바우

처라는 하나의 정책으로 구축된 준시장 내에 사업 제공기관이라는 주요

조직군의 형태가 존재하고, 하위형태가 대상자 유형에 따른 각 조직군

의 정체성에 의해 나뉘었음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접근은 집합

[그림 1] 개념적 준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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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직정체성이 존재하면서 하위형태의 조직 형태가 계층적으로 둥

지를 튼(nested) 시스템임을 반영하는 것이다(Hsu & Hannan, 2005).

이러한 시스템 접근은 조직군 생태론에서 조직의 성장과 퇴출을 설명하

는데 사용되는 주요 논리이다.

[그림 2] 비영리 단체의 계층제적 구조

본 연구는 진입에 있어 영리 기관의 밀도와 비영리 기관의 밀도가 각

각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비영리 단체의 진

입과 형성은 적소(niche)와 관련되어 있다. 준시장 내에서 영리기관과

비영리 기관은 적소를 동시에 공유하고 있기에, 영리 기관의 밀도와 비

영리 기관의 밀도를 각각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보다 전체 기관의 밀도

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Hannan & Freeman (1977)에 따르면 전체적인 조직군들의 밀도는 하

위형태 조직군의 진입에 대해 양의 효과를 내어 진입을 촉진(정당성)하

면서도 밀도가 높아지면 음의 효과(경쟁성)를 가진다. 비영리 단체의 초

기 형성과 성장은 정당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진입을 유도하지만, 조직

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져 점차 경쟁적 효과

를 낸다는 것이다. 이는 주요 조직군 간에 외적인 자원과 제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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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긴 상호의존적 관계의 형성 때문이다. 따라서 밀도는 특정 수준

까지는 조직의 진입에 양의 효과를 내다가 어느 순간에 음의 효과를 내

어 뒤집힌 U의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

할 수 있다.

가설 1: 주요형태로 본 제공기관들의 밀도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양

의 효과를 내다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음의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러나 단일의 주요형태가 아닌 하위형태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하위

형태들이 하나의 주요형태에 계층적인 체계로 연결된 구조를 고려한다

면 영향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정체성을 기반으로 구분된 하위형태

조직군의 밀도가 주는 영향의 세기와 방향은 주요형태의 조직군 밀도가

주는 것과 다를 수 있다(Hannan et al, 1995; Bielefeld et al, 1997;

Grønbjerg & Paarlberg, 2001; Bielefeld 2004; 안석기·이태섭, 2012). 따

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2: 하위형태로 나눈 제공기관들의 밀도변수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

에 있어 주요형태의 밀도변수가 행사하는 영향력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4. 분석 수준

비영리 단체의 형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분석 수준은 매우 다양하

다. 거시적으로는 국가 간, 국가, 주 수준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있는

한편, 중위 수준에서 대도시(metropolitan)와 소도시(county) 수준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준시장 내에서 영리 단체와 동일

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분석 수준은 거시 수준이 아

닌 대도시나 소도시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Ballou, 2008; Saxton,

2005; 안석기·이태섭, 2012 ). 도시와 같은 중위 수준을 선택함은 사회

경제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고, 인구, 정치, 사회적 요소 역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Grønbjerg & Paarlberg, 2001). 이는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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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부합한다.

본 연구가 국내의 모든 대도시권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단위로

분석 수준을 지정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우선 사회서비스

를 이용하는데 이용자들과 제공기관의 거리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

는 특히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더욱 유효하다. 제공기관들은 이를 반영하여 시군구를 지점으로

지부를 두고 지역을 나눠서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장구조 분석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나누어 진

행되고 있다(조현승 외, 2012). 만약 연구의 범위를 여러 대도시권이나

지방까지 확대한다면, 서비스 제공기관이 하나만 존재하거나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 경우 밀도를 중심으로 하는 본 연

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순히 서비스 공급 여부 정도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가사간병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의 경우 시군구를

단위로 사업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시군구를 단위로 사업허가

가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해당 시군구 주민에게만 제공된다(박세경 외,

2019). 예를 들어 이용자의 거주지가 관악구인 경우, 관악구 내에 있는

시설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이 자치구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별

수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 2 절 변수선정 및 자료수집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연도별로 진입한 자치구 수준의 비영리 단체들

의 수이다. 이는 개별 단체들이 활동했던 연도와 주소를 기준으로 측정

할 수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13년부터 연도별로 활동한 제공기

관의 명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단의 연도별 비교를 통해 진입

수와 퇴출 수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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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사회보장정

보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제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업 분야, 제공기관명, 주소, 대표자, 시설 인력, 시

설 이용자 수를 제공한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된 자료를 가공하여

대상자 유형별로 제공기관의 진입과 퇴출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공기관의 진입과 퇴출은 각 관찰 기간에 제공기관이 존속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제공기관이 t-1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t시점에 존재하는 경우 진입으로 판단하였다. 반대로 t-1시점에

서 t 시점과 연계되지 않으면 퇴출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진입과 퇴출

의 경우 사업에 대한 기록이 시작된 연도가 아닌, 1년 후부터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다. 한 기관에서 두 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바

우처 사업에 관한 다른 실증연구를 참고하여 중복하여 측정하였다(조현

승 외, 2012; 김은하, 2017).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내에 제공기관이 영리 단체인지

비영리 단체인지 구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집하였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을 등록할 때 정부로부터 받는 번호로, 일련번호로 구

성되어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 중 법인성격코드 두 자리는 개인사업

자,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을 나타낸다. 이 법인성격코드 두 자리를 통해

비영리 단체인지 영리 단체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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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기관 영리기관

Ÿ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82)

Ÿ 8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단체 조합

Ÿ 01~79: 개인과세 사업자

Ÿ 80: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

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이

외의자 및 다단계판매업자

Ÿ 81, 86, 87, 88: 영리법인의 본점

Ÿ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

사무소

Ÿ 85: 영리법인의 지점

Ÿ 89: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

하는 법인 아닌 종교단체

Ÿ 90~99: 개인면세 사업자

<표 1> 사업자 등록번호

2. 독립변수

독립변수로는 조직군 생태론에 따라 지역적 밀도를 보기 위해 서울

특별시 자치구 수준에서 사업별 제공기관의 수를 보았다. 조직군 생태

론에 따르면 개별 단체는 자원과 제도의 관점에서 상호경쟁을 하게 되

므로, 밀도라는 환경적 변수에 따라 조직군 형성이 결정된다(안석기&이

태섭, 2012).

본 연구는 연구가설에 따라 조직군 내에서 진입을 촉진하는 정당성의

효과와 진입을 막는 경쟁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조직군 생태론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밀도 변수에서 정당성의 효과를 선형으로, 경쟁성의

효과는 지수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제곱 형태로 변환하여 보

았다(Hannan & Freeman, 1993; 안석기·이태섭, 2012). 따라서 밀도를

나타내는 독립변수는 선형과 제곱 변환 둘로 나누어 보았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조직군 생태이론과 이외 다른 이론들에서 비영리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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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우선 조직군 생태론적

통제변수로는 당해 영리 기관의 진입과 제공기관들의 퇴출 수로 선정하

였다. 조직군 생태론에 따르면 영리 기관의 진입은 비영리 단체의 진입

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제공기관 중 비영리 단체뿐만 아니라 시장 내

에 공존하는 영리 단체의 형성 역시 비영리 단체의 형성에 유의하게 영

향을 끼칠 수 있다. Hansmann(1980)은 바우처 사업에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비영리 기관은 상업활동을 하는 기업가적 유형으로 영리 조직과

같은 시장 내에서 경쟁한다고 보았다. 특히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영리 단체와 비영리 단체 간의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하

였으므로 영리 단체의 형성, 즉 영리단체의 진입 역시 연구모형에 포함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조직군 생태론 변수인 당해 제공기관들의 퇴출은 조직군의

적소에 있어서 새로운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모형에 포함할 필

요가 있다(Amburgey & Rao, 1996). t시점에서 t-1 시점과 연계되지 않

은 경우 퇴출로 분류하였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연도별로 각 기관에 등록된 직원의 수와 이용

자의 수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 조직군의 형성에 제공기관 구성

원의 규모는 영향을 줄 수 있다(Barnett & Amburgey, 1990). 따라서

이들도 변수로 측정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이외의 통제변수는 비영리 단체의 형성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변수

로 선정하였다. 우선 계약실패론에 의하면 비영리단체는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서 소비자가 영리조직보다 비영리조직을 신뢰할 때 형성된다. 이

러한 정보 비대칭 상황 여부는 취약한 소비자가 시장에 얼마나 존재하

는지에 따라 측정될 수 있다. 이는 1인 가구, 빈곤선 이하 가구의 비중

등으로 측정이 가능하다(Ben-Ner & Van Hoomissen, 2003; Twombly,

2003; Biefeld et al, 2004). 본 연구는 지역 내 빈곤선 이하 가구의 비중

을 자치구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비율을 통해 측정하였다.

자발실패론은 상호의존이론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이 비영리 부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각 제공기관마다 정부

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수집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자치구별로 복지 부문에 투입한 재정지출을 살펴보았다. 이는 서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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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치구별 세출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도시화 수준(Matsunaga & Yamauchi, 2004) 역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자치구별 연도별 인구수로 측정할 수 있다(Ben-Ner

& Van Hoomissen, 1992). 또 기관을 운영하는데 고정비용 역시 비영리

단체의 이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금수준(Twombly, 2003;

Ballou 2008; Chakravarty et al, 2006)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는

보건 및 사회복지산업 분류상 월평균 급여 수준을 통해 연도별로 측정

할 수 있으며 고용 노동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별 소득수준 역시 이윤에 영향을 줄 수 있다(Saxton et al, 2005;

Ballou, 2008; Lecy & Van Slyke, 2013).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

치구별 소득을 조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액이라는 대리변

수를 사용하였다(조근식 외, 2012). 그리고 이를 자치구별 인구로 나누

어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여 모형에 포함했다.

하단의 표 2는 본 연구모형의 변수들과 출처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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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의 측정 출처

종속변수
비영리 기관의 진입 수 사회보장정보원

대상자 별 비영리 기관의 생성 수 사회보장정보원

독립변수
제공기관의 밀도 1) 선형 2) 제곱 사회보장정보원

대상자 별 제공기관의 밀도

1) 선형 2) 제곱
사회보장정보원

통제변수

당해 영리기관의 진입 수 사회보장정보원

당해 제공기관의 퇴출 수 사회보장정보원

당해 제공기관에 등록된 직원 수 사회보장정보원

당해 제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수 사회보장정보원

자치구 별 기초수급자의 비율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복지예산 서울특별시

자치구 별 인구 수 국가통계포털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수준 고용노동부

자치구별 1인당 평균 지방징수액 국가통계포털

<표 2> 변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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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주요형태와 정체성에 따른 하위형태 두 가지 차원에서 독립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한다. 종속변수로 설정

된 진입의 수는 정수이기 때문에 이산적 확률변수이다. 본 연구와 같이

종속변수가 0 또는 양의 정수인 경우 카운트 모형을 주로 사용한다. 본

연구는 조직의 형태와 지리적 측면에서 이질성을 고려하므로 자료는 이

분산성적(heteroskedasticity)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계열 음이항 회귀

분석모형은 이러한 이질성을 모형에 포함시켜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서 0이 관찰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이

경우에는 평균보다 분산이 클 것이다. 이를 over-dispersion이라고 한다.

Over-dispersion의 경우 평균과 분산이 같은 포아송 모형보다는 음이항

분포 모형을 통해 추정한 계수가 통계적으로 더 적절하다(민인식·최필

선,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시계열 음이항 회귀분석을 분석방법으로 채

택하였다.

본 모형의 음이항분포는 수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r 
  

   
 

여기서 모수 는 음이항분포가 가지는 over-dispersion의 수준, 즉 얼

마나 분산이 평균보다 높은지를 반영하고 있다. 음이항 분포 회귀분석의

조건부 평균과 조건부 분산은 다음과 같다.

    exp
   

   exp  
exp 



- 37 -

분산의 모수 가 모든 관찰점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 이
고,   라고 가정한다면 분산의 모수에 대한 기댓값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시계열 음이항 회귀분석에서 이 over-dispersion 정도는 값에 의해

결정된다. STATA는 시계열 음이항 회귀분석에 대해 고정효과와 확률

효과 모형을 제공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와 종속변수 사건 발생의

특성상 확률효과가 아닌 고정효과를 사용하였다2). 시계열 고정효과 모형

의 경우 over-dispersion 모수는 각 그룹별로 고정된 값이며, 조건부 우

도함수를 도출함으로써 추정해야 할 모수에서 over-dispersion 모수를

없애고 기울기 모수 만 추정할 수 있다.

시계열 음이항 분석에서 유의해야할 부분은 lagged 변수가 모형에 포

함될 시 모형이 성립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Lagged 변수의 경우 자기상

관을 통제하기 위해 이용되는 변수이나, 시계열 음이항 모형과 시계열

포아송 모형에 포함될 시 자기상관 계수가 아닌 성장률이 되어버려 본래

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Brandt et al. 2000). 이 때문에 본 연구모

형에서는 통지변수로 lagged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2) 본 연구는 자치구 단위로 변수를 파악하기 때문에 각 패널 그룹에 따른 상

수항 차이를 확률변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Hausman Test와 관계없이 고정효

과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8 -

시계열 음이항 분석모형에서 전체 비영리 단체들의 수준에서 설정한 가

설 1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p     

가설1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위형태를 띈 구조에서 가설 2를 검증하기 위

해 다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p   
첫 수식에서 는 시점 t에서 비영리 단체의 진입 수이다. 두 번

째 수식에서 는 시점 t에서 생성된 대상자 별 비영리 단체의 생성

수이다. 는 주요형태의 밀도, 는 하위형태 별 밀도를 의미한다.

밀도변수는 선형형태와 제곱형태로 수식에 포함했다. 생태론적 변수는

, 이외 통제변수는  벡터값으로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ε는 수식의

오차항을 나타낸다.



- 39 -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초통계

표 3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특별시 내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들의 연도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제공기관

을 비영리 기관과 영리 기관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변화를 보았다. 가사

간병사업, 발달장애 방과후 사업, 발달장애 부모상담 사업, 발달장애 주

간활동 사업, 발달재활 사업, 산모·신생아 사업, 언어발달사업, 장애인 활

동지원사업, 지역투자 사업을 포함한 총 9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다.

년도 제공기관의 수 비영리 기관의 수 영리 기관의 수

2013 233 144 89
2014 255 146 109
2015 278 155 123
2016 1,015 368 647
2017 1,112 377 735
2018 1,207 372 835
2019 1,342 389 953
2020 1,379 401 978

<표 3> 서울특별시 내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제공기관의 연도별 분포

2016년에 갑자기 제공기관의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는 자료가 2013년부터 2015년에는 가사간병사업, 산모·신생아 사업, 장애

인 활동지원 사업의 정보만을 담고 있다가 2016년부터 이외 사업들의 정

보를 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이 되어서야 정보를 비로소

수집한 사업들은 발달장애인부모상담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2013년 이전

부터 운영되었다. 자료가 이처럼 완전하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자체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을지라도 운영과 자료 관리의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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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 자료의 원천인 사회보장정보원

의 경우, 2009년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출발했다가 2011년에 기

존에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던 한국사회서비스관

리원과 통합을 하게 되었다. 이후 2013년이 되어서야 범정부적인 사회보

장정보시스템이 개통되었으므로, 2013년부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본격적

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주체의 빈번한 변화로 인해 정

책연구 지원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이는 정책 가버넌스의 한계이

다(조현승 외, 2012).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불완전성도 여기서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표 4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제공기관을 대상별로 구분해서 연도별

로 나타내었다.

년도 전체제공기관의수 저소득층 대상 장애인 대상 산모·신생아대상

2013 233 51 131 51
2014 255 59 132 64
2015 278 61 143 74
2016 1,015 421 498 96
2017 1,112 469 515 128
2018 1,207 485 521 201
2019 1,342 517 574 251
2020 1,379 517 601 261

<표 4> 대상자 별로 구분한 서울특별시 내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제공기관

표 5는 주요 대상자별로 구분한 서울특별시 내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

업 제공기관을 다시 비영리인지 영리인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들의 경우 2015년까지 비영리와 영

리의 비율이 비교적 1:1의 형태를 띠다가 2016년부터 지역투자서비스가

포함되면서 비율이 1:3 혹은 1:4 정도로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의 경우 마찬가지로 2016년에

영리 기관의 비율이 매우 증가하였으나, 다른 유형에 비하여 비영리 단

체의 비율과 수가 매우 높았다. 마지막으로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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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공기관들은 비영리 단체의 비율이 지속해서 매우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수가 2016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서비스 부

문에 재정지원이 크게 확대된 것의 결과로 보인다(안수란, 2020).

년도 제공기관
저소득층 대상 장애인 대상 산모·신생아대상

비영리 영리 비영리 영리 비영리 영리

2013 233 30 21 106 25 8 43
2014 255 31 28 106 26 9 55
2015 278 33 28 117 26 10 64
2016 1,015 106 315 256 242 9 87
2017 1,112 107 362 261 254 9 119
2018 1,207 106 379 254 267 12 189
2019 1,342 102 415 276 298 11 240
2020 1,379 97 420 292 309 12 249

<표 5> 대상자 별로 구분한 영리/비영리 기관의 분포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연도별, 자치구별, 사업별로 본 비영리 단체의

진입이다. 예를 들어 ‘2014년 강남구에 산모·신생아 서비스에 진입한 비

영리 단체의 수’가 자료에서 하나의 관찰점이다. 변수선정 단계에서 언급

했듯이, 이러한 진입에 대한 측정은 각 사업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고 1

년 이후부터 측정이 가능하다. 이는 2013년부터 기록된 사업의 경우 종

속변수는 2014년에 측정되고, 2016년부터 기록된 사업의 경우 2017년부

터 진입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은 종속변수에 대한 기초통

계이다.

비영리 단체

의진입(수)
전체

0 834 (87.51%)
1 102 (10.70%)
2 15 (1.57%)
3 2 (0.21%)
총 953 (100%)

<표 6> 종속변수의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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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을 참고하면 비영리 단체의 진입 자체가 매우 적게 일어났다는 것

을 볼 수 있다. 제공단체의 진입을 전체적으로 연도별, 자치구별, 사업별

로 봤을 때 진입이 일어난 경우는 953개의 관찰점 중 119회, 전체의

12.49%만을 차지하였다. 표 7은 대상자 별로 하위형태를 구분했을 때 종

속변수의 기초통계이다.

비영리 단체

의진입(수)

저소득층

대상
장애인 대상

산모·신생아

대상
0 238 (87.82%) 438 (85.55%) 158 (92.94%)
1 31 (11.44%) 59 (11.52%) 12 (7.06%)
2 2 (0.74%) 13 (2.54%) 0 (0%)
3 0 (0%) 2 (0.39%) 0 (0%)
총 271 (100%) 512 (100%) 170 (100%)

<표 7> 대상자 별 하위형태로 구분한 종속변수의 기초통계

대상자 별로 하위 형태를 구분했을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

리 단체의 진입 수는 74회, 14.55%로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 대상의 경

우 진입 수 33회, 비율 12.18%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산모·신생아는 진

입 수 12회, 비율은 7.06%로 가장 진입이 적었다. 비영리 단체의 진입한

경우가 극도로 적기 때문에 실제로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비영리

단체의 진입을 통계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 대상 제공기관은 비영리 영리를 구분하지 않고 제공기

관의 진입을 종속변수로 삼아 따로 분석하였다. 비영리 영리를 구분하지

않고 제공기관의 진입을 분석함으로써 전체의 밀도가 영리와 비영리가

구분되지 않은 제공기관 자체의 진입에 미치는 영향 역시 알아볼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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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단체진입(수) 산모·신생아 대상
0 53 (31.8%)
1 38 (22.35%)
2 27 (15.88%)
3 21 (12.35%)
4 17 (10.00%)
5 5 (2.94%)
6 5 (2.94%)
7 3 (1.76%)
8 0 (0%)
9 1 (0.59%)
총 170 (100%)

<표 8> 산모·신생아대상제공기관의진입

표 8은 위 문단에서 제기된 새로운 모형에 따라 산모·신생아를 대상으

로 하는 제공기관의 진입을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하지 않고 나타냈다.

비영리 단체의 진입과는 다르게 영리 단체를 포함할 경우 진입이 전체

관찰점 중 68.2%나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표 7의 7.06%와 크

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표 9는 본 연구모형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들의 기초통계이

다. 이 중 자치구별 인구, 자치구별 복지예산,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수준,

자치구별 1인당 평균 지방징수액의 경우 단위 자체의 비대함 때문에 실

제 분석에서는 로그화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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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비영리 기관의 진입
(횟수)

953 0.14 0.41 0 3

제공기관의 밀도:
선형

1,197 5.70 6.52 0 41

제공기관의 밀도:
제곱

1,197 74.95 170.29 0 1681

영리기관의 진입
(횟수)

953 0.73 1.36 0 9

제공기관의 퇴출
(횟수)

953 0.44 0.84 0 6

제공기관의 직원 (명) 1,197 188.13 343.43 0 1992

제공기관의
이용자 (명)

1,197 376.46 474.35 0 2605

자치구별 기초수급자
비율 (%)

1,800 2.71 1.045726 0.72 6.37

자치구별 복지예산
(백만원)

1,800 260,826.3 98,988.84 80,517 590,338

자치구별 인구(명) 1,800 406,775.5 127,084 134,329 682,741

월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수준(원)

1,800 2,925,045 236454.2 2,573,660 3,259,195

자치구별 1인당
평균 지방징수액
(백만원)

1,800 1.99 2.167255 0.42 12.74

<표 9> 전체변수들의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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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결과

변수
종속변수: 비영리단체진입

모형 1 모형 2
계수 IRR 계수 IRR

독립변수

제공기관 밀도(선형)
0.142***

(0.0351)

1.151***

(0.040)

0.181***

(0.043)

1.198***

(0.052)

제공기관 밀도(제곱)
-0.003**

(0.012)

0.997**

(0.001)

-0.003**

(0.001)

0.997**

(0.001)
조직군 생태론적 변수

영리기관의 진입
-0.123

(0.081)

0.884

(0.071)

0.038

(0.084)

1.039

(0.087)

제공기관의 퇴출
-0.027

(0.109)

0.973

(0.106)

-0.019

(0.113)

0.982

(0.111)
이외 통제변수

제공기관 직원 수 - -
0.002***

(0.001)

1.002***

(0.005)

제공기관 이용자 수 - -
-0.002***

(0.001)

0.998***

(0.001)
자치구 별

기초수급자 비율 (%)
- -

0.403**

(0.202)

1.496**

(0.303)
자치구 별

복지예산(로그)
- -

-2.343*

(1.418)

0.096*

(0.136)

자치구 별 인구(로그) - -
2.216*

(1.225)

8.63*

(11.228)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수준 (로그)
- -

-15.167

(17.477)

2.590

(4.520)
자치구별 1인당 평균

지방징수액 (로그)
- -

0.138

(0.179)

1.148

(0.205)

Constant
-0.214

(0.730)

0.807

(0.581)

226.798

(261.234)

3.140

(8.200)
Log Likelihood -376.822 -359.64
Prob > Chi2 0.000 0.000

Obs 951 951
참고 1: *** p<0.01. ** p<0.05, p<0.10

참고 2: 1 group (2 obs) 전부 결과 0값으로 결측처리

참고 3: 계수 아래 괄호 값은 표준오차 값임

<표 10> 분석결과: 주요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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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은 본 연구모형의 시계열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표이다. 모형1은

조직군 생태론적 변수만으로 모형을 구축해 분석하였으며, 모형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였던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들

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조직군 생태론에 따르면 밀도라는 환경적

변수는 진입을 촉진하는 정당성의 효과(+)를 가지면서도 진입을 방해하

는 경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모형1과 모형2 모두에서 제공기관의

밀도는 선형인 경우 양의 계수값, 제곱인 경우 음의 계수값을 가졌고 이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제공기관들의 밀도가 뒤집힌 U

의 형태로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제곱 형태의 밀도변수는 선형 형태에 비해 계수값이 매우 작았

다. 이는 밀도의 경쟁성의 효과(음)보다 정당성의 효과(양)가 더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공기관의 직원과 이용자의 규모 역시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수는 양의 계수값, 이용자 수는 음의 계수값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는 자치구별 기초수급자 비율, 자

치구별 복지예산, 자치구 별 인구가 있었다. 자치구별 기초수급자 비율은

양의 계수값을 가지고 있었다. 로그변환한 자치구 별 복지예산의 경우

음의 계수값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로그변환한 자치구 별 인구가

양의 계수값을 나타냈다.

밀도변수 중 영리기관의 진입, 제공기관의 퇴출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아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수준(로그), 자치구 별 1인당 평균 지방징수액(로

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0은 계수뿐만 아니라 IRR(Incidence rate ration, 발생률비) 역시

나타내고 있다. IRR은 종속변수의 기댓값을 의미하며,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했을 때 종속변수의 평균이 기존에 비해 몇 배 변화하는지를 말한다

(민인식, 최필선. 2015). IRR은 카운트 모형에서 계수값이 가지고 있는

확률적인 값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므로 분석결과에 포함하였다. 특히 음

이항 회귀분석의 경우 지수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있어 해석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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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한다. 계수와 IRR값을 기반으로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수식

내 e(β)은 IRR 값이다.

×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제공기관의 선형형태 밀

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기대되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의 횟수가 모형 1에

서는 15.15% 증가, 모형 2에서는 19.84% 증가한다. 따라서 full-model(모

형 2)일 때, 밀도가 끼치는 양의 효과(정당성)가 nested-model 일 때 보

다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제곱 형태 밀도의 경우 제공

기관이 한 단위 증가하면 기대하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 수가 모형 1과

모형 2 모두 0.26% 감소한다.

IRR 값에 따른 직원의 수와 이용자 수가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미치

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모형 2에서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했을 때 직

원이 1명 증가할 때마다 기대되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 수가 0.23% 증가

하고, 이용자 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기대되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 수

가 –0.18% 감소한다.

자치구 별 기초수급자의 비율은 % 단위이고, IRR 값이 1.506이다. 이

는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했을 때, 자치구 내 기초수급자의 비율이

1% 증가하면 기대되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 수가 49.58% 증가한다는 뜻

이다. 자치구 별 복지예산, 자치구 별 인구는 로그변환이 되어있다. 로그

변환의 IRR 값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할 때,

자치구별 복지예산이 1% 증가하면 기대되는 비영리단체가 진입의 수가

9.04% 감소한다. 자치구 별 인구의 경우 인구가 1% 증가하면 기대되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 수는 7.63% 증가한다.

표 11은 모형 1과 모형 2에 대한 우도비(Likelihood-ratio) 검정이다.

우도비 검정은 full model과 제한된 nested model을 비교하여 full model

의 추가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우도의 차를 보이는지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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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증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두 모형의 적합도가 같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표 11에서 우도비 검정결과 카이제곱의 확률

이 0.000이므로, 밀도변수만 분석에 포함시킨 모형인 모형 1보다, 본 연

구의 full-model인 모형 2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ikelihood-ratio 검정

(가정: 모형 1이 모형 2에 nested 되어있음)

LR chi2(7) = 34.35

Prob >Chi2 = 0.000

<표 11> 모형 1과 모형 2에 대한 우도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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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종속변수: 비영리단체진입 종속변수: 단체진입

모형 3: 저소득층대상 모형 4: 장애인 대상 모형5: 산모·신생아대상
계수 IRR 계수 IRR 계수 IRR

독립변수
제공기관

밀도(선형)

0.284***

(0.091)

1.329***

(0.121)

0.250***

(0.090)

1.284***

(0.116)

0.412***

(0.033)

1.510***

(0.100)
제공기관

밀도(제곱)

-0.003*

(0.002)

0.997*

(0.002)

-0.005

(0.004)

0.995

(0.004)

-0.010***

(0.003)

0.990***

(0.003)
조직군생태론적변수

영리기관의 진입
-0.034

(0.144)

0.966

(0.139)

0.009

(0.203)

1.009

(0.202)
- -

제공기관의 퇴출
0.112

(0.162)

1.119

(0.182)

-0.312

(0.240)

0.732

(0.174)

0.011

(0.062)

1.011

(0.063)
이외 통제변수
제공기관

직원 수

-0.012

(0.011)

0.988

(0.011)

0.003**

(0.001)

1.002**

(0.002)

-0.003

(0.002)

0.997

(0.002)
제공기관

이용자 수

-0.002

(0.001)

0.998

(0.011)

-0.003**

(0.001)

0.997**

(0.002)

0.000

(0.000)

1.000

(0.000)
자치구별

기초수급자 비율

0.07

(0.422)

1.071

(0.451)

0.545**

(0.260)

1.725**

(0.449)

0.223

(0.140)

1.250

(0.175)
자치구 별

복지예산(로그)

0.440

(2.970)

1.552

(4.610)

-2.258

(1.847)

0.105

(0.193)

-2.760**

(1.159)

0.063**

(0.073)
자치구 별

인구(로그)

-0.572

(2.586)

0.565

(1.460)

2.518

(1.611)

12.402

(19.979)

2.289**

(0.970)

9.861**

(9.563)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수준 (로그)

-10.394

(27.970)

0.000

(0.800)

-15.465

(12.294)

1.920

(2.350)

12.761

(15.676)

1.556

(2.704)
자치구별1인당평균

지방징수액 (로그)

0.115

(0.359)

1.122

(0.403)

0.185

(0.240)

1.203

(0.289)

-0.107

(0.148)

0.899

(0.133)

Constant
170.424

(410.6)

1.030

(4.020)

224.545

(181.108)

3.300

(5..980)

-171.774

(580.381)

5.140

(1.850)
Log Likelihood -82.48 -208.491 -203.000
Prob > Chi2 0.014 0.008 0.000

Obs 271 512 168
참고 1: *** p<0.01. ** p<0.05, p<0.10

참고 2: 모형 (3)의 1 group (2 obs) 전부 결과 0값으로 결측처리

참고 3: 계수 아래 괄호 값은 표준오차 값임

<표 12> 분석결과: 하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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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는 제공기관을 대상자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의 결과값

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공기관은 모형 3,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공기관은 모형 4, 그리고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공기관

은 모형 5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모형 3에서 진입에 밀도의 선형과 제곱형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과 같이 밀도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있어 뒤집어진 U

자의 효과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외의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를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밀도가 가장

유의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 4에서 진입에 밀도의 선형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제곱

형태의 경우 계수만 음의 형태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3).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의 밀도가 다른 사업들과 비교

했을 때, 음의 효과(경쟁성)가 매우 약하거나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제공기관의 직원 수와 이용자 수, 자치구별 기

초수급자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원의 수는 양의 영향, 이용자

수는 음의 영향, 기초수급자 비율은 양의 영향을 가져 모형 2와 방향이

비슷하였다.

연구는 기초통계 단계에서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공기관들

중 비영리 단체의 진입, 나아가서 비영리 단체의 비율 자체가 시장 내에

매우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문에 비영리 단체의 진입을 종속변

수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형 5는 영리 비영리를 구분하

지 않고 단체의 진입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영

리 기관의 비율이 매우 높은 준시장 내 진입에 밀도가 주는 영향에 대해

서도 알아볼 수 있다.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들의 경우 밀도의 선형과 제곱형태, 자치구별 복지예산, 그리고 자치구별

인구가 유의한 변수였다. 특히 밀도의 선형과 제곱형태는 거꾸로 된 U

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조직군 생태론이 비단 비영리 단체뿐

만 아니라, 영리 단체의 진입에도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제공기관 밀도(제곱)의 P 값: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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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는 표 10과 같이 계수뿐만 아니라 IRR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 3의 경우,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제공기관의 선형형태 밀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기대되는 비

영리 단체의 진입 수가 32.99% 증가한다. 제곱형태 밀도의 경우 제공기

관이 한 단위 증가하면 기대되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 수가 0.31% 감소

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 4의 경우,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하다

고 가정했을 때 제공기관의 선형형태 밀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기대되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 수가 28.36% 증가한다. 밀도의 제곱 형태는 유의하

지 않았다. 그러나 자치구별 기초수급자의 비율은 다른 하위유형 모형들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초수급자의 비율이 1% 올라갈 때 마

다 기대되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 수가 72.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형 5의 경우,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

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제공기관의 선형형태 밀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기

대되는 제공기관의 진입 수가 50.98% 증가한다. 제곱 형태 밀도의 경우

제공기관이 한 단위 증가하면 기대되는 제공기관의 진입 수가 1.04% 감

소하였다.

다음은 통제변수들의 IRR 값에 대한 해석이다. 모형4에서 제공기관 직

원수의 IRR 값은 1.002, 제공기관 이용자 수의 IRR 값은 0.990이다. 이는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직원이 1명 증가하면 기대되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 수가 0.29% 증가하고, 이용자 수가 1명 증가하면 기

대되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 수가 0.30%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형 2와 비슷한 수치이다.

모형 4에서 자치구별 기초수급자의 비율의 경우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

다고 가정했을 때 기초수급자 비율이 1% 증가하면 기대되는 비영리 단

체의 진입 수가 72.47% 증가하였다.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형 5에서 밀도변수 외에 제공기관의

진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로그변환된 자치구별 복지예산, 그리고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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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된 자치구 별 인구였다. 자치구 별 복지예산의 경우 IRR 값이 0.063

이므로 복지예산이 1% 증가할 경우 기대되는 제공기관의 진입 수가

0.94%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치구별 인구의 IRR 값이

9.861이므로 자치구 별 인구가 1% 증가할 때 기대되는 제공기관의 진입

수가 8.86% 감소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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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검토 및 해석

아래의 그림 3은 본 연구의 주 모형인 모형 2의 계수를 기반으로 선형

과 제곱 형태의 밀도가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추정된 계수값에 따라 밀도와 비영리 단체의 진입 간의

관계가 거꾸로 U자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

는 본 연구가 제시하였던 밀도변수의 진입에 대한 양(정당성)과 음(경쟁

성)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제공기관의 밀도와 비영리 단체의 진입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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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치구별, 연도별, 사업별로 알아본 비영리 단체

의 진입이며, 주요 독립변수는 조직군 생태론을 검정하기 위한 밀도의

선형형태와 제곱형태이다. 위의 분석 결과에서 밀도변수는 모든 모형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조직군 생태론에서 주장하는 밀도의 정당

성과 경쟁성 효과는 매우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Hannan &

Freeman(1977)이 처음 조직군 생태론을 발표한 이후 진행된 많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주요형태로 본

제공기관들의 밀도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양의 효과를 내다가 일정 수

준 이상에서는 음의 효과를 낼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고 있다.

밀도변수만으로 구축된 모형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는 제공기

관의 선형과 제곱형태의 밀도변수였으며 영리기관의 진입이나 제공기관

의 퇴출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는 밀도변수 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시켰고, 선형과

제곱형태의 밀도변수 뿐만 아니라 제공기관의 직원 수, 제공기관에 등록

된 이용자 수, 자치구별 기초수급자 비율, 자치구별 복지 예산, 자치구

별 인구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2의 경우에도 영리기관의 진

입과 제공기관의 퇴출은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후 연구는 하위형태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조직군 생태론에

서 조직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주요 요인인 청중(audience)에 따라 하

위형태를 구분하여 알아본 것이었다. 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공기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공기관,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

는 제공기관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자 유형마다 차이가 있는지 보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공기관의 경우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밀도의 선형과 제곱형태의 변수였

으며 모형 2와 같이 거꾸로 된 U자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공기관의 경우 밀도의 선형 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영향을 주었으나 제곱형태는 그렇지 않아 정당성의 효과(진입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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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의 효과)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제공기관의 직원 수, 제

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수, 자치구별 기초수급자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변수였다.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공기관은 비영리 단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거의 영리단체만 존재하여 비영리 영리를 구분하지

않고 제공기관의 진입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밀도의 선형과 제곱형태, 자치구별 복지예산, 자치구 별 인구였다. 모형

3, 4, 5를 통해 밀도변수가 주는 영향력의 세기와 방향이 각 하위형태마

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 4

는 비영리 단체의 비율이 시장에서 매우 높은 하위형태인데, 음의 효과

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분석결과는 하위형태로 나눈 제공기

관들의 밀도가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있어 주요형태의 밀도변수가 행사

하는 영향력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한다.

2. 변수별 이론적 검토

조직군 생태론에 따르면 조직군에 속한 조직들은 조직의 형태를 공유

하며 적소(niche)에 의해 조직군이 유지된다. 적소는 조직군을 유지하게

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자원들의 조합이며, 한정적이다. 조직군 생

태론은 이와 같은 환경에 의한 선택이 개별 조직의 진입, 퇴출, 존속을

결정한다고 본다. 이때 밀도는 조직군 내의 적소에 대한 경쟁과 개별 조

직간의 상호작용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변수이다. 조직군 생태론

을 처음 주장한 Hannan과 Freeman(1977)의 경우 밀도가 조직군의 형성,

즉 진입에 정당성(legitimacy)과 경쟁(competition)이라는 영향을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이때 정당성은 진입을 촉진하는 양적인 효과이며, 경쟁은

진입을 막고 퇴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조직군 전체에

주요형태가 있다면, 계층적인 체계로 연결된 nested 형태의 하위형태 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하위형태는 조직군의 정체성(identity)를

결정하는 청중(audience)에 따라 나뉘어질 수 있다(Hsu & Hannan,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하위형태를 청중의 유형 즉 사회서비스 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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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사업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로 나누어 보았다. 저소득층을 대상

으로 사업을 제공하는 제공기관,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제공하는 제

공기관,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공기관으로 나누어 밀도변수의

세기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조직군 생태론에 따르면

하위형태들은 주요형태의 구성 부분으로 관련되면서도 개별 형태마다 고

유한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서로 구분된다.

1) 밀도

주요형태로 구분했을 때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밀도는 양의 효과를 주

다가 일정 수가 지나면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그림 2

참고). 특히 제공기관의 수는 영리 단체와 비영리 단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Bielefeld & Murdoch(2004)의 연구와 같이 영리 단체와 비영리

단체가 혼재되어있는 도심지역에서 영리 단체가 음의 효과가 아니라 비

영리 단체에도 양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bzug & Webb(1999) 역시 같은 사업 시장에서도 서로의 관계가 통상

적인 관념과 달리 항상 경쟁적이지 않고 보완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특히 Weisbrod(1975)는 계약실패의 상황에서 정보비대칭이 발생

하였을 때,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 측은 비영리 단체, 자원과 정보를 충분

히 가진 소비자 측은 영리 단체를 이용하게 되어 경쟁보다 보완의 효과

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장에서 영리 단체

와 비영리 단체의 조직군이 서로 구분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하나의 밀도 형태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 모형 4의 경우 하위형태 중에서 유일하게 기초수급자의 비율

이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양의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이는 시장에 정

보 비대칭이 존재하여 시장실패가 발생, 비영리의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모형 4에서 유일하게 밀도변수가 음의 영향력

없이 양의 영향력만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모형 4에서 밀도변수가 양의 효과만 가지고 있었던 원인은 하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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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비영리 단체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Lakdawalla & Phillipson(2006), Chakravarty et al. (2006)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와 영리 단체가 혼재되어있는 시장에서 비영

리 단체의 경우 진입과 퇴출이 영리 단체에 비해 비교적 둔감하고, 경쟁

이 덜하다. 모형 4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

다.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공기관의 경우 비영리 단체의 진입 표

본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제공기관의 진입을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하지

않고 보았다. 분석결과, 밀도는 제공기관의 진입에 거꾸로 된 U자 형태

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밀도의 선형과 제곱변수의 영향은 타 하위유형

들 보다 더 강했다. 이는 두 하위형태보다 산모·신생아 대상 제공기관들

이 밀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모·신생아를 대

상으로 하는 제공기관의 경우 영리 단체의 비율이 타 모형에 비해 매우

높았으므로, Lakdawalla & Phillipson(2006), Chakravarty et al.(2006)의

연구결과와 같이 영리단체의 비율이 높을수록 경쟁 정도가 심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곱형태의 밀도가 가지는 음의 효과(경쟁성)는 모든 분석결과에

서 밀도가 가지는 양의 효과(정당성) 보다는 비교적 약한 것으로 드러났

다. 이는 준시장이라는 환경과 비영리 단체의 특징으로 구분하여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장은 준시장으로써 전통적인 시장

과 다르게 소비자의 선택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가 자치구 수

준으로 분석을 진행한 것은 시장이 자치구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었

고, 이 설정의 근거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제

공기관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로 한정되기 때문이었다. 김순양

(2019)의 경우 서비스 선택의 폭이 자치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자

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장에서 경쟁이 정부가 원하

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비영리 단체의

밀도가 주는 진입에 대한 음의 효과는 영리 단체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현승 외(2012)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장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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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에서 비영리 기관의 시장점유율을 시장집중도를 높여 경쟁 수준

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 4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 제공기관의 직원 수, 제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수

제공기관에 등록된 직원의 수와 등록된 이용자가 진입에 있어 각각 다

른 방향으로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효과를 낸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

다. 만약 밀도가 조직군 내에 제공기관들의 숫자를 의미한다면, 직원의

수와 이용자의 수는 조직군의 규모를 반영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전

통적인 조직군 생태론은 조직군 내의 조직 수를 주요 변수로 보고있으

나, 조직군의 규모 역시 유효한 변수가 될 수 있다(Barnett& Amburgey,

1990).

이 두 변수가 유의한 경우는 전체 비영리 단체의 진입을 본 모형 2와

모형 4의 경우였다. 등록된 직원의 수는 기존에 있는 제공기관들의 규모

에 대한 간접변수이며, 등록된 이용자의 경우 제공기관들의 규모에 대한

간접변수이자, 얼마나 기존의 제공기관들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

유 정도를 알려주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당해 연도에 등록된 직원의 수, 혹은 새로운 직원의 고용은 새로 진입

하는 비영리 단체에 시장의 규모가 크다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

Barnett & Amburgey(1990)은 조직군 내에 커다란 기관에 의한 상호호

혜성(mutualism), 즉 기존 제공기관이 가지는 양의 효과가 진입이 용이

한 상황에서 특별히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이용자의 경우 제공기관의 규모를 나타내는 간접변수이면서

도, 기존 제공기관들이 먼저 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

질 수 있다. 특히 경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점유

정도를 나타내는 신호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김민영 외(2012)의 연

구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장 내의 이용자들의 시장에 대한 정보가 매

우 부족함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거나, 서비스 구매를 한 곳에서만 한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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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왔다. 조사결과 이용자들 중 대부분이 서비스 제공기관이 하나밖

에 없었다고 생각하거나(49.73%), 다른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었음

(48.53%)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아

준시장이 정책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용

자들의 기관 간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의 기관만 지속적으로 이용

하는 상황이라면, 이용자들의 수는 잠재적인 수익 가능성을 신호로 보내

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독점 정도를 알리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기

존 제공기관들에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등록되어 있는지가 비영리 단

체의 진입에 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용자 수가 음의 영

향력을 가지는 모형 4의 경우 대상자들이 장애인이다. 이들의 경우 정보

비대칭 현상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용하던 시설을 지속적으

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3) 이외 변수들

자치구별 기초수급자의 비율은 모형 2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

4에서만 유의하였다. 자치구별 기초수급자의 비율은 Hansmann(1980)의

계약실패론에 입각하여 정보비대칭이 빈곤층이 많은 상황에서 일어난다

는 점에 기반하여 통제변수로 포함된 것이다. Hansmann에 따르면 재화

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비

분배 제약(non-distribution constraint)의 특성을 가진 비영리 단체의 서

비스를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기초수급자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분석결과는 계약실패론 뿐만

아니라 다른 선행연구들(Corbin, 1999; Matsunaga & Yamauchi, 2004;

Saxton & Benson, 2005; Peck, 2008)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장애

인과 같은 사회취약 계층의 경우 정보 \비대칭 상황이 더욱더 심하게 일

어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기초

수급자 비율이 유의한 영향을 준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 조건이 중위

소득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의 비율이 유의하지 않은 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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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할 수 있다.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 3의 경우 자치구별 기초수

급자의 비율은 양의 계수값을 가지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진입 특성 때문일 수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사회서

비스의 경우4) 2012년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전용면적 33 평방미터 이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만 갖추어지면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인

정받을 수 있게 되어 진입을 매우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용호, 이민

홍(2018)은 2012년 이후 도심지역에서 무분별한 사업진입이 다수 일어나

이용자의 수요보다 필요 이상으로 과잉공급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준시장 내에서 소위 크림스키밍이라 부르는 현상이 일

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치구별 기초수급자 비율이 모형

4에서는 유의하면서도 모형 3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은 비영리 단체의

진입이 이용자의 수요와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 별 복지예산의 경우 모형 2와 5에서 음의 계수값을 가지고 있

다. 자치구별 복지예산은 지자체 복지 서비스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따라

서 바우처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지자체가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공급자의 역할을 맡아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영리 단체의

역할을 정부가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을

비교적 원활하게 하는 상황에서 더 두드러질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

의 지출은 Corbin(1999)나 Matsunaga & Yamauchi (2004)가 제시했듯이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음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분석에 쓰인 자료

가 만약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액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여서 이를 분석에

포함할 수 있었다면 아마 양의 계수를 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

면 산모·신생아 대상 제공기관들의 경우, 저출산 정책으로 정부가 재정

4) 2020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공기관 517곳 중에서 463곳을

차지하여 약 89.56%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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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규모를 확대한 시점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바우

처 사업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했을 경우, Salamon(1987)의 자발실패에 입각한 상호의존이론을 더 철저

하게 검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별 인구가 모형 2와 5에서 양의 계수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인구는 도시화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해 통제변수로 선정되었다.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잠재

적 이용자 및 자원이 비교적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Lecy & Slyke,

2012). 특히 산모·신생아 대상은 다른 모형들의 유의수준이 0.1인것에 비

해 0.05의 유의수준을 보였다. 이는 산모·신생아 사업의 특성상 인구변수

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진입하는데

있어 인구라는 변수에 더 유의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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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요약

국내에서 전자 바우처 사업의 등장과 비영리 부문이 확대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

다. 본 연구는 바우처 준시장이라는 국내에서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사

회서비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비영리 단체의 형성에 주목하였다. 준시

장은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재원을 동시에 맡았던 기존의 역할에

서 벗어나, 재원만 전달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을 민간영역에 맡긴 형태이

다. 연구는 비영리 단체와 영리 단체가 혼재되어있는 상태에서 조직군

생태론에 따라 비영리 단체의 형성에 밀도가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고 보았다. 그리고 밀도가 조직군에 진입하는 비영리 단체에 양의 효과

(정당성)와 음의 효과(경쟁성)를 동시에 부여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보다 더 나아가 조직군을 주요형태와 하위형태로 나누었을 때 밀도가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주는 영향의 방향과 세기가 다를 수 있는가를 검

정하였다. 밀도변수의 영향에 대한 검정을 위해 연구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외 변수들을 선정하여 분석모형에 포함시켰

고, 이를 통해 기존의 비영리 단체에 대한 이론도 점검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조직군의 밀도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에 양의 효과와 음의

효과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음의 효과는 양의 효과보다 비

교적 약하여, 준시장 내에 비영리 단체의 형성에 밀도는 대체로 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정체성을 기준으로 하위형태를 구분

했을 때 밀도가 진입에 끼치는 영향과 방향은 주요형태일 때 끼치는 영

향과 차이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공기관의 경우, 양

적인 영향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밀도가 음의 효과(경쟁성)를 내지 않

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또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는

진입을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지 않고 살펴보았고, 분석결과 다른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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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보다 밀도가 주는 음의 형태와 양의 형태가 더 뚜렷하였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공기관의 경우 비영리 단체의 비율이 다른

하위형태보다 매우 높았고,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공기관의 경

우 영리 단체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를 통해 연구는 조직군 내에 영

리 단체와 비영리 단체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밀도가 줄 수 있

는 영향력의 방향과 세기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

한 철저한 검증은 후속 연구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밀도변수 이외에도 유의했던 변수들에 대

해 논의하면서 조직군 생태론 이외에 비영리 단체의 형성을 다루는 이론

에 대한 검증도 같이 할 수 있었다. 우선 직원 수의 경우 제공기관의 규

모와 시장규모의 크기에 대한 신호를 보내 진입에 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러나 제공기관의 이용자 수는 시장규모와 기대할 수 있는 이

윤정도를 나타내는게 아닌, 기존 기관의 독점 정도를 반영하여 진입에

음의 효과를 주고 있었다. 기존에 비영리 단체에 관한 이론 중에서는 계

약실패에 따른 정보 비대칭 상황과 도시화가 준 시장 내에서 비영리 단

체의 진입에 유효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제 2 절 정책적 제언점

본 연구를 통해 시사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

째는 밀도에 의한 정의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서비스 공

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제공기관을 늘림으로써 새로

운 제공기관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제공기관 대부분은 영리적인 목적을 띄고 진입하지만, 정부가 지

정하여 진입하는 기관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지정 사업기관들은 모두 비

영리 기관이다. 따라서 개별 지역에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는 특정 지역에 벌써 존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을 지정함

으로써 제공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만약 기존 비영리 단체가 없다면

보조금을 통해 진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조직군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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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으로써, 새로운 단체의 진입을 촉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들이 자기 지역에 존재하는 기

관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역적인 공급 차이를 막

기 위해 지역마다 수요에 맞춰 일정한 조직군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시장이 자치구별 혹은 지역단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준시장

의 본래 의도인 경쟁이 지역 수준에서 원하는 만큼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등록기관의 이용자

수가 양적인 영향을 끼치는게 아니라 음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준시장이 의도에 따라 작동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기에

우려스러운 결과이다. 경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김민영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이용자들 중 대부분이 다양

한 공급자들의 시장 내에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용자들에게 공급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권이 보장되어있

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정책 자체의

주요 목적은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재고환경, 구매자의 선택권 강화

이다. 이러한 본래의 정책 목적에 맞춰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

다.

Le Grand & Barlett (1993)은 준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➀ 충분한 수의 공급자와 구매자들이 존재하여 경쟁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 ➁ 가격과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시장 내에서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➂낮은 불확실성과 낮은 거래비용, ➃공급자와 구

매자들의 준시장에 참여할 동기 유도, ➄ 크림스키밍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역마다

균일하게 사업공급을 보장하면서도, 이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제공기관들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할 필요 역시 있을 것이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관이 오랫동

안 유지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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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더 철저한 성과평가가 요구된다. 공급자들 간 경

쟁이 유지되는지, 서비스 질, 이용자 만족도, 그리고 서비스 접근성에 대

한 평가가 필요하다(최성은·최석준, 2007).

마지막으로 정책 가버넌스의 측면에서 제공기관들에 대한 데이터가 보

다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은 점도 지적이 가능하다. 바우처 서비스 자체

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범정부적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2013년

이 되어서야 개통되었다. 사업 주체가 빈번히 변화하는 과정 속에 데이

터 관리 또한 불완전하였는데, 이로 인해 바우처 사업을 다루는 연구들

마다 자료의 일관성이 부족한 현상이 때때로 보인다. 또한 이 때문에 바

우처 사업에 대한 관심에 상응하는 정책연구 지원 기능 역시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조현승 외. 2012). 특히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

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가사간병사업, 산모·신생아 사업, 장애인 활

동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만 담고 있다가 2016년부터 이외 사업들의 정보

를 제공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정보를 제공한 사업들도 2013

년 이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자료에 대한 추적이 불완전한 것이다. 따

라서 지금부터라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자료 관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밀도변수가 비영리 단체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주

요형태와 청중에 의한 정체성을 기준으로 하위형태로 나눈 경우 영향의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청중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

요한 변수임은 맞으나, 국내 준시장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

해 정체성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였다.

또 주요형태와 하위형태 내에서 비영리 단체와 영리 단체의 비율이 어떻

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밀도변수가 주는 영향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것이 기존의 이론과 연구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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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영리와 영리의 비율이 어떤 기제로 양상의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엄밀한 검토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인해 불완전한 자료를 받은 것은 분

명 아쉬운 점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각각 제공기관들의 매출액, 수여받

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학위논문이라

는 한계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완전한 자료열람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만약 완전한 자료에 대한 열람이 가능했다면, 보다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변수들의 기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 4 절 연구의 의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직군 생태론에 입각하여 준시장 내 비

영리 단체의 진입을 분석하고 밀도변수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진다. 이전의 국내 연구는 비영리 단체의 형성에 있어 대리변수를 사용

하거나, 하나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비영리

단체의 진입을 구체적인 직접 변수로 측정하면서 준시장 내 주요형태와

하위형태의 역동성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 밀도변수 뿐만 아니라 기존에 비영리 단체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도 모형에 포함하여 이들이 국내 준시장에서 유의한지 여부

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전에 국외에서 진행된 조직군

생태론 연구나, 비영리 단체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

내에서 조직군 생태론을 중심으로 비영리 단체의 형성을 양적분석한 사

례는 본 연구가 유일하다. 연구를 통해 조직군의 시스템적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스템과 정체성에

기반한 조직군에 대한 파악은 현실적인 부분과 이론적인 부분을 포괄하

고 있어 이후의 연구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제언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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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based on Population Ecology Theory

Nan Y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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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owing nonprofit sector in Korea demands vigorous empirical

studies regarding its character and mechanism. Unfortunately, those

academic demands have been disproportionally unmet. Meanwhile, as

New Public Management(NPM) became a paradigm in the public

sector, quasi-market is receiving meaningful attention as a potentially

effective tool of delivering social service. Considering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orm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within the quasi-market based on population ecology theory.

The unit of analysis of the theory is the population consisting of

individual organizations. The primary assumption is that the effects of

the environment manifest accordingly among the population of

organizations. The theory suggests that the primary variable which

could decide the survival of an organization is density. Density could

affect the population in two opposing directions. It could act as both

force of legitimacy(positive) and competition(negative). But when we

classify the total population as the main form and subform, the effect

of density could be different among each level. This paper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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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ecology theory by analyzing social service providers within

the social voucher service of Korea. Do nonprofit organizations within

the service share the main form as a distinguishable population? How

does the main form and subform of density affect the form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Results suggested that the density of the main form had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the formation. But when divided into

subforms, effects of density had both different directions and

intensities. Furthermore, the positive effect of density was relatively

stronger when compared to its opposing effect.

This paper is the first domestic study testing population ecology

theory on the formation of the nonprofit sector. It verified whether

density truly affects the entry of new social service providers. The

result of this study reflects both theory and reality of the social

voucher service. Thus, it could be utilized in further future studies.

Lastly, this study proposed several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keywords : Nonprofit Organization, Quasi-market, Population

Ecology Theory, Voucher, Soci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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