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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배분의 효율성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감소는 예산 대비 

0.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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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관심은 거버넌스의 구

현 방법으로서의 정책수단이 가지는 구체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Howlett, 
2005). 이는 정책수단을 단순한 정책집행도구로 보지 않고 정부의 실패를 해결

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정책수단에 대한 최근

의 논의는 시장중심적 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에 영향 받은 바가 크다. 신관리주

의와 합리적 의사결정론에 기반한 신공공관리는 정부가 직접 기획, 생산, 전달

하던 공공서비스 각 과정의 분리를 촉진시켰으며(Kettl, 1994; 김성배, 2006), 시
장 중심적 거버넌스의 대두는 이러한 분리를 정책 수단론적 관점에서 세분화･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Salamon, 2002).

구체적으로, 정책수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하는 수단으

로서 미시적 기술(technologies), 기법(techniques) 또는 방법(methods)을 의미하는 

바(Doern & Phidd, 1992; Schneider & Ingram, 1997; Vedung, 1998; Howlett & 
Ramesh, 2003; 전영한, 2007; 문명재, 2008),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민간위탁, 
보조금, 교정세 및 바우처 등을 들 수 있다. 개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

어서 이러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정책 목표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정책 결정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정책수단 연구가 가지고 있

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Salamon, 1981; Peters & van Nispen, 
1998; 전영한, 2007).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 수단의 변화가 정책 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는 정책수단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구매계약(Purchase-of-Service Contracting)에서 전자바우처로 

전환된 복지 프로그램인 가사간병서비스를 대상으로 정책수단의 변화가 행정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전자바

우처 대상 사업 중 서비스 구매계약에서 전자바우처로 전환되어 직접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한 서비스는 가사간병서비스가 유일하다.
전자바우처는 주택,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복지 분야에서의 활용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

서비스관리원을 설립하여 전자바우처의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관리

원은 2007년 사회서비스센터로 발족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서비스를 

비롯하여 노인돌보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의 주요 사회복지서비스를 전자바우처로 도입 또는 전환하고 전자바우처를 통

한 사회서비스를 개발･지원하고 있다. 전자바우처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

비스 전달은 정책 실행의 투명성과 정책 효능감의 제고를 통해 정책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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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부신뢰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재원, 2008: 3).
이처럼 정책수단의 선택 및 변화의 주된 동인은 크게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

적 합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경제적 합리성은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

는 것이며, 정치적 합리성은 대체가능한 수단 중에서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Hill, 2005). 효율성은 다시 배분적 효율

성(allocative efficiency), 생산적 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 및 행정적 효율성

(administrative efficiency)로 구분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행정적 효율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정책수단의 변화를 행정적 효율성에 한

정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바우처 제도의 기본 전

제인 선택과 경쟁의 원리가 현재까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사간병서비스의 전달 체계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기관 간 경쟁을 통한 가격의 

자율적 조정, 생산비용 및 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바, 현재까지 도입된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이러

한 제도적인 제약 하에서 부분적으로만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전자바우처 제도는 바우처 제도의 전제인 시장화 이전의 

초기 단계로서 배분적, 생산적 효율성의 향상보다는 행정적 효율성에 무게를 두

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논

의를 전개하되 행정적 효율성을 행정비용의 감소와 예산통제의 효율성 증가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은 2장에서는 가사간병서비스의 전

반적인 성격과 전자바우처 전환으로 인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바우처

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

을 제시하였으며, 5장에서는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분석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Ⅱ. 가사간병서비스의 성격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 2001년부터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도
입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노령화･경
기침체 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해 치매･중풍노인, 독거노인, 장애인, 중증질환

자,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의 수요

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가사간병서비스가 필

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두 가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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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2006년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06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공

급자지원방식1)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업은 민간기관에 위탁

하여 시행하거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007년
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8년 9월부터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서비스 대상자는 전자바우처를 적용하기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다. 기본적으

로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이다.2)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시간

의서비스를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정부지원

금, 즉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경쟁 체제를 확보하고 참여 기

관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비영

리기관 및 민간기관 중 시･군･구별로 복수(2개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역여건 및 시장규모에 따라 복수지정이 어려울 경우 단수 지정이 가능하

다.
공급자지원방식과 전자바우처의 업무흐름을 비교하면, 공급자지원방식의 경

우, 사업추진 및 감독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게 있다. 또한 예산집행은 국무총

리실 복권위원회 → 보건복지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의 순으로 이

루어지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자체의 민간위탁기관이 된

다. 수혜자 선정절차는 희망자가 읍･면･동(또는 후견기관)에 신청하면 기초자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통보한다(보건복지부, 2006: 
6-8).

반면,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사회서비스관리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사간병서비스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일차 교부된다. 광역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기초자

치단체에 최종 교부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정된 날짜까지 교부된 가사간병서비

스 비용에 시･군･구비를 포함한 바우처 비용을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지정계좌에 

1) 공급자지원방식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전자바우처 전환 이

전의 가사간병서비스의 제공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공급자지원방식의 성격을 

서비스 구매계약으로 해석하고 있다.

2) 구체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이 등급 

외 A, B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이 대상자이다. 대상자는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

다. 최우선 순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다음 순위는 차상위계층 중 노인과 장애

인이다. 마지막으로 3순위는 기타 차상위계층이 대상자가 된다. 이때 가정봉사원파견

사업,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자활간병사업,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노동부 사회적일자

리사업의 가사간병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이미 가사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수

혜대상에서 제외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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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다. 이후 예산의 집행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은 사회서비스관리원이 가지

며, 시군구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하는 역할을 유지한다(보건복지가족부부, 
2008).

이와 같이, 공급자지원방식에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대부분의 행정적 절

차가 기초자치단체와 제공기관 간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반면 현재의 전자바우

처 방식에서는 서비스 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의 정산, 관리 등의 업무가 사회서

비스관리원을 중심으로 통합･관리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제

공기관을 선택하여 전자바우처에 입력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현재의 제도 하에서 제공기관의 수, 서비스의 다양화 및 서비스 가격에 있어서 

전자바우처 전환 전･후의 변화가 없으므로 전환 이전에 비해 대상자가 누리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약하면, 이전의 공급자 지원방식과 

현행 전자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원가(인건비) 및 가격을 보건복지부에서 획일적

으로 통제하고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사간병서비스의 정책

수단 변화를 통해 추구할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 목표는 행정적 효율성에 제한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는 정산 및 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행정비용

의 감소 및 사용 정보의 축척을 통한 예산관리의 효율성 증가가 포함된다.

Ⅲ.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서비스 구매계약과 바우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사간병서비스는 2008년 9월 이전까지 공급자지원방

식으로 제공되었으며 이는 위탁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자지원방식을 일반적인 민간위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

는 대상자의 선정, 인건비 및 서비스 가격, 제공기관별 총 예산 등을 정부가 결

정하고 제공기관은 서비스의 전달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Salamon(2002)의 정책수단별 특징을 근거로 공급자 지원방식을 서비스 

구매계약으로 구분하였다.

1) 서비스 구매계약

서비스 구매계약(Purchase-of-Service Contracting)은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이 민

간기관에게 서비스 제공자격을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민간기관은 자격

을 갖춘 대상에게만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제약된다. 서비스 구매계약은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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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정책수단이었다.3)

서비스 구매계약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비영리기관 및 

민간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제이다. 서비스 구매계약

은 사회서비스 전문가를 고용하여 정부가 직접 제공할 때보다 효율적이며 고객

의 요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계약 내용의 변경이 가능해 상

대적인 유연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거래비용 및 감독비용이 소요되

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 선별, 사회서비스 부분에 대한 정부 책임성이 약화

된다는 한계도 갖는다(Salamon, 2002).
서비스 구매계약은 사회서비스 위탁계약으로 일반 민간위탁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는다(Siegel, 1999; Salamon, 2002: 320). 첫째, 서비스 구매계약은 소외

된 계층의 환경이나 행태를 변화시키거나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서비스 자체가 복잡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불확실한 

성과를 야기한다. 즉, 성과측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계약자에 대한 처벌 및 보상

이 어렵다. 둘째, 사회서비스는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

서 이와 관련된 비용의 감소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결국, 서비

스 제공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이 서비스 제공 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마지

막으로 성과를 정의하거나 측정하기 어렵다. 우선, 성과를 정의하거나 측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량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감

시･감독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2) 바우처 

바우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 소비

력을 부여하는 지원금이다. 바우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보다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수혜자에게 더 많은 통제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조금

이나 민간위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우

처는 생산자중심의 지원금(Producer-Side Subsidies)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지원금

(Consumer-Side Subsides)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alamon, 2002: 446).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Olsen(1971)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Olsen(1971)은 효율적 소득이전이론(Theory of Efficient Transfers)에 기초하여 현

금지급제도로 최적의 소비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통제가 가능한 바우처 

제도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3) 대표적으로 가족 상담(Family Counseling), 직업훈련(Employment Training), 노인보호

(Senior Citizen Day-Care Programs), 가정위탁(Foster-Care Services), 청소년 멘토링 프로

그램(Youth Mentoring Program), 주택지원(Housing Assistance), 이민노동자 건강프로그

램(Migrant-Worker Health Program) 등이 포함된다(Salamon, 2002: 31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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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본 메커니즘은 ‘소비자 선택권’의 

존재이다. 수혜자의 선택권은 다수의 공급자를 전제로 하며 이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선택을 통해 개인의 효

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경쟁을 통해 서비스 원가의 절감 및 품질의 

향상을 추구하게 되는 바, 이를 통해 정부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Salamon, 2002: 445-463).4) 이와 같이, 바우처 제도는 

선택과 경쟁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가진

다(Bradford & Shaviro, 2000: 40-91; Loomis, 2000: 105-106).
바우처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효율성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은 바우처의 전반적인 산출물 

구조 및 개인 소비자와 특정 서비스의 연결이 공익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Cave, 2001). 이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선호를 표출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여, 주어진 범위에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만족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를 통해 

특정 서비스 유형의 효율성을 넘어 전반적인 소비의 배분적 효율성을 이룰 수 

있다. 둘째,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은 생산비용 절감, 가격인하, 그리

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여 생산적 효율성의 제고를 가능하게 한다(Bendick, 
1989; 정광호･박상인, 2008). 마지막으로 행정적 효율성(administrative efficiency)
을 들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정부의 감시･감독비용이 수혜자의 선택권

으로 대체되어 대리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공공 서비스의 제공 실적에 

따라 예산투입의 조절이 가능하여 예산통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Savas, 1987; 
Bendick, 1989; Salamon, 1989; Crompton 1983; Loomis, 2000; 정광호･박상인, 
2008). 더욱이 전자바우처의 경우 자료의 생성 및 관리를 전산화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정책 결정에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가사간병서비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복지서비스에 있어

서 제공기관 간 실질적인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비하

다. 산모･신생아 돌보미서비스와 같이 영리기관을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제공

기관의 수를 매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보건복지부가 인건비 및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 경쟁을 통해 바우처

의 고유한 장점이 구현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가사간병서비스의 전자바우처 전환으로 인한 효과를 행정적 효율성의 관점

4) 이로 인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그리고 정부제공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경쟁하게 된다. 즉 각 행위자들은 프로그램 및 재정적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정을 시도하게 된다(Salam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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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바우처의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1) 국외 선행연구

바우처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논점은 바우처가 기존의 제도보

다 높은 효율성 혹은 효과성을 갖는지 여부이다. 바우처의 장점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비해 바우처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국내･외 연구는 부족

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외적 타당성(General Validity)을 확보하고 있는 연

구는 매우 드물다. Filer & Hanousek(2001)는 체코 바우처 민영화에 대한 실험연

구를 통해 바우처 도입으로 인한 경쟁이 가져오는 가격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먼
저 실험에 참여할 기업들을 선정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바우처 입찰을 실시하

였다.5) 연구결과, 바우처 도입을 통한 시장경쟁의 도입이 효율적인 가격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보전달의 수준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바우처 민영화가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는가를 분석하였는데, 정보전달

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바우처 도입을 통한 민영화가 효율

적인 가격신호를 제공한다는 것을 밝혔다.
Savas(2002)는 예산과 프로그램 내용을 통해 민간위탁(Retraining Contracting)

과 바우처의 프로그램 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바우처 소요비용을 

참여자(서비스수혜자) 1인당 소요비용으로 환산하여 두 정책수단을 비교분석하

였는데 분석결과, 바우처가 일반 민간위탁보다 약 34%의 비용절감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6)

Emanuel & Fuchs(2005)의 연구에서는 행정비용의 감소를 경제적 타당성

(Economic Feasibility)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고 일반적인 민간위탁과 전자바우

처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아동의료보험 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에 등록된 아동들의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결

정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Health Care Premium을 2개월 운영하는 비용에 

달하며,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자격조건의 복잡성으로 인해 더 많은 행정비

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ealth Care Premium을 전자바우처로 

전환할 경우 매우 높은 행정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비용으로 환

산하면 약 1억 달러에 달한다. 나아가 이러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는 시간이 경

5) 입찰은 총 5단계이나 기업들의 전략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단계를 공개하지 않

았다. 이 절차를 통해 입찰가의 재설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Filer & Hanousek, 
2001).

6) 바우처는 참여자 1인당 $3,445, 민간위탁은 $6,130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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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여 바우처 시스템이 정착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 선행연구

국내에서도 바우처 및 전자바우처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

나, 구체적으로 특정 정책수단의 변화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은 

매우 제한적이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서비스 구매계약과 바우처의 행정 

효율성을 실증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서비스 구

매계약, 위탁, 또는 바우처 등의 개별 정책수단에 초점을 둔 사례연구나 문헌연

구는 다수 존재한다.
배화숙(2007)의 경우, 복지분야 4대 바우처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정책

목표 및 집행, 관련 행위자와 영향력 등을 포함하는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바우

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윤수(2007)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바우처 제도에 대

한 기존 이론들과 제도적 쟁점들을 정리한 후, 바우처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분

석하였다. 고영미(2007)는 유아교육･보육 바우처 분야에서 바우처 사업의 국내

외 현황을 정리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문헌연구

를 통한 내용분석이며 탐색적 연구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바우처에 대한 실증연구를 시도한 연구로는 정광호･최병구(2007)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문화서비스 격차를 실증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문화바

우처를 제안하였으나 정책수단 간 비교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재원(2008)의 

경우, 공급자지원방식과 수요자중심방식을 비교하면서 서비스 구매계약과 바우

처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방식을 서비스 전달의 안정성, 행정 및 관리비

용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고 바우처의 장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바우처로 전환 

될 경우, 행정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 구매계약과 바우처 방식을 직접 비교한 연구로는 정

광호･최슬기･장윤희(2009)의 연구가 있다.7) 이 연구는 각각 위탁과 바우처라는 

상이한 정책수단을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 기관의 서

비스 제공사례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수단의 차이가 가져오는 사회서비

스 전달체계와 만족도 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광호･박상인(2008)은 전자바우처와 공급자지원방식의 비용효율

성을 분석하였다. 비용분석은 제공기관의 업무비용, 정부의 업무비용, 전자바우

처 시스템 미비로 인한 추가 비용, 절감된 인력으로 인한 시간계산으로 구성하

였다. 이들은 제공기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급자지원방식과 전자바우처의 업무비용 차이를 추정하고 이를 여러 시

7) 정광호･최슬기･장윤희(2009)는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위탁을 본 연구의 

서비스 구매계약과 동일한 정책수단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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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각기 다른 서비

스, 즉 전자바우처의 경우 노인돌보미, 공급자지원방식의 경우 가정봉사원 파견 

또는 가사간병인 파견사업을 통한 간접비교라는 한계를 갖는다. 더욱이 정부의 

비용감소효과를 제공기관의 업무감소를 바탕으로 추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Ⅳ. 연구 방법 

1. 행정비용감소

광의의 행정비용은 제공기관 간 경쟁으로 인한 프로그램 제공비용을 포함하

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협의의 행정 

비용 즉,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으로 인한 비용 중 인건비 부분만

을 행정비용으로 규정하고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서비스 제공방식이 서비

스 구매계약에서 전자바우처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비용이 감소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정부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신청부터 비용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정보시스템 및 전자결제 수단(전용단말기, 동글이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따라서 관련 업무, 특히 정산과 관련한 업무를 일원화하

고 전산화함으로써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서비스 구매계

약방식의 전달수단에 비해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비용 절감과 전달과정의 

투명화로 행정비용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전자시스템에 축척되는 자료를 이용

하여 보고업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행정비용 감소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의 가사간병서비스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업무량 감소 여부를 측정하

는 단계이며, 2단계는 측정된 업무 감소량을 행정비용으로 환산하는 단계이다.
업무 감소량을 측정하는 1단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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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행정비용 감소율 분석 1단계: 업무 증감량 측정

전 기초자체에 대한 설문조사에 앞서 3개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심층면접

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가사간병 담당자들의 직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가사간병서비스 업무를 관리업무, 정산업무, 그리고 보고업무로 구분하

였다.8) 각 세부 업무에 포함되는 구체적 업무 기술은 다음과 같다.

<표 1> 세분업무 내용

업무구분 업무내용

관리업무

1) 서비스제공기관 관련업무: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자격조사, 제공기관에 대

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

2) 서비스대상자 관련업무: 서비스대상자 선정 및 조사, 서비스대상자 결정 및 통

지 등의 업무

3) 서비스도우미 관련업무: 서비스도우미 선정 및 조사, 서비스도우미 결정 및 통

지, 도우미 자격관리 등의 업무

4) 대민업무: 서비스대상자의 불만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

정산업무 - 가사간병서비스 예산신청 및 수령, 사회서비스관리원 예탁 등의 업무

보고업무
- 국정감사 보고, 예결산 보고(분기별 결산, 월별 보조금 신청), 현황보고(정기적

보고- 상급기관 보고, 비정기적보고- 유관기관 보고요청) 등의 업무

8) 가사간병서비스 업무의 세분화에 있어 모니터링은 관리업무에 포함되었다. 담당공무원

과의 심층면접에 따르면,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선정이 연계되어 있어 명확한 

업무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업무에는 기존의 관리업무 외에 모니터링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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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사간병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은 해당 직원의 전체 업무 

시간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A)을 묻는 것으로 시작하여 가사간병

서비스 업무 중 관리, 정산, 보고 업무가 차지하는 각 비중(B1, B2, B3)을 측정

하도록 설계하였다. 설문 대상자 중 이전의 공급자 지원방식을 경험한 설문자에

게는 전자바우처 전환으로 인한 세부 업무별 업무량 증감여부를 5-10%단위로 

측정하였으며, 무경험자에게는 역으로 현재의 전자바우처 전달 방식이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전환될 경우의 업무 증감 예상량을 묻는 방식으로 업무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C1, C2, C3). 세부 업무별 증감비율은 각 업무 비중과 업무 

증감비율을 곱한 수치이며(B1*C1, B2*C2, B3*C3), 여기에 다시 가사간병서비스 

업무 비중을 곱한 비율((B1*C1, B2*C2, B3*C3)*A)이 해당 공무원의 전체 업무

량에서 전자바우처로 인한 업무 증감비율이 된다. 이와 같이 가사간병서비스를 

세부 업무로 구분하여 업무량의 증감비율을 측정한 이유는 업무량 변화를 좀 

더 구체적인 기준 하에 인식하여 측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세분화

된 업무는 실질적인 구분의 실효성이 없고  단순히 총 업무 증감량을 질문할 

경우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불명확한 측정치를 기록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1단계에서 전체 업무량 중 전자바우처 전환으로 인한 가사간병서비스의 업무 

증감량을 측정한 후, 2단계에서는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였다. 2단계의 분석절차

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행정비용 감소율 분석 2단계: 업무 감소량의 비용환산

전자바우처로 인한 업무량 증감 비율(D)에 가사간병서비스 담당공무원의 인

건비(I)를 곱한 금액을 행정비용 증감액으로 산정하였다(E).9) 요약하여 설명하

9) 담당공무원의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예규 제239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무원 연봉산정에 포함된 항목은 봉급(기본급), 공통수

당(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추가가산금), 특수수당(사회복지업무수당),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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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해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전체 업무에 대한 

행정비용이라고 간주할 때 전체 업무량에서 전자바우로처의 전환으로 인한 업

무량 감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행정비용의 감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설문을 실시한 시점에서 가사간병서비스는 전자바우처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

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절대적인 업무량의 변화를 측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사 방법은 인식 조사의 근본적 한계를 벋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인건비 감소액(행정비용 감소액)을 소속 기초자치단체 전자바우처 

가사간병사업비 예산 또는 바우처 사용액 대비 비중으로 환산하였다. 이때 사용

액은 1년 단위이며, 기간은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이다. 마지

막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산정된 예산 대비 인건비 감소비중의 전국 평균을 계

산하였다.

2. 예산배분의 효율성 증가

다음으로 본 연구는 전자바우처 전환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간 예산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예산배분의 효율성은 예산 배분 후 재

조정 가능성 및 용이성의 증대로 인한 기회비용의 감소로 정의하였다. 전자바우

처 이전에는 예산 사용 현황에 대한 실시간 파악이 어려웠으며, 파악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전환 이후에는 예산사용에 대한 실시간 파악이 가능

하며, 월 단위의 예산 재배분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10) 공급자 지원방식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된 가사간병서비스 예산은 이용자 

분석 및 인구변동 등에 의해 연초에 결정되어 분기별로 증감되었으나 자료의 

취합과 분석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초자치단체간 예산 조정의 

폭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자료가 실

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자 분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이는 다시 예산 조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즉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

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

비스 구매계약 하의 기초자치단체 간 예산배분비율 변동에 비해 전자바우처에

서의 기초자치단체간 예산배분비율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상기와 같은 논

리 하에 이를 기회비용의 감소로 파악한다. 이에 따른 분석 단계모형은 아래와 

같다. 

변상비(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이다.

10) 이 때 예산재배분은 단일 광역자치단체 내의 기초자치단체를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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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초자치단체 간 예산배분 효율성의 증가 분석절차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분석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앞서 직관적으로 분석 방법의 기본 논리를 

살펴보면, 본 연구 가설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바는 전자바우처 실시 이전인 

07-08년도 기초자치단체별 가사간병서비스 예산 배정 비율의 변화에 비해 전자

바우처 실행 이후인 08-09년도의 예산 배정 비율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이다. 단
순히 전자바우처 실행 전･후의 예산배정 비율을 비교하지 않고 예산 배정 비율

의 변화를 비교하는 이유는 기초자치단체간 예산 비율의 변화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DID(Difference-in-Difference) 측정방법을 사

용하기 위함이다. 즉, 전자바우처로의 전환으로 예산배분 조정이 더욱 용이해졌

으나 전환 이전에도 예산배분 조정이 가능했기에 전자바우처 도입이전의 예산

배분 변화를 통제하여 전자바우처 전환으로 인한 순수한 예산배분 변화를 측정

하고자 한 것이다. 
위 절차에 따른 각 단계별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단계: 분석을 위해 전자바우처 실시 이전과 이후의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초자

치단체 가사간병서비스 예산배분 비율을 파악하였다(A, B, C). 분석 연도는 

2007, 2008, 200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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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2009년 광역별 총 예산을 파악하였다(U).
3 단계: 2009년 광역별 전자바우처 가사간병서비스 총 예산(U)에 각 연도의 예

산 비율(A, B, C)을 곱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예산액을 재산정하였다(X, Y, Z). 
이와 같이 해당 연도의 예산 비율을 2009년도 총 예산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이유는 2007년, 2008년, 그리고 2009년의 가사간병서비스 예산규모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준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비율산정의 변화가 예산의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4 단계: 기초자치단체별로 전자바우처 시행 연도인 2008년을 기준으로 실시 이

전인 2007년과 2008년의 차액(Y-X)과 실시 이후인 2009년과 2008년의 차액

(Y-Z)을 계산하였다.11)

5 단계: 두 기간의 차액을 각각 2009년 광역별 전자바우처 가사간병서비스 사예

산으로 나누어 각각의 비율(D, E)을 계산하였다. 
6 단계: 각 비율의 차이를 산정하였다(E-D). 이는 전자바우처 도입 이후 각 광

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간 예산 배분 비율 변화를 의미하며, 양의 값을 

보일 경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7 단계: 비율의 증감에 할인율을 곱한 비율을 예산 대비 기회비용의 감소율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규모 국가 투자사업의 

투자효율성 평가에 적용하는 할인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을 사용하였

다. 이는 투자된 정부자금의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인한 한계 편익을 의미한다.

Ⅴ. 분석 결과

1. 행정비용감소

행정비용의 증감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전자바우처 

가사간병서비스 담당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30개의 기초자치

단체 중 설문에 응답한 기초자치단체는 123개 단체로, 53.48%의 회수율을 보였

으며 이 중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재한 11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행

정비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자의 21%(23명)는 서비스 구매계약방식의 가사간

병서비스를 경험하였으며, 79%(87명)는 서비스 구매계약방식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은 유경험자군, 무경험자군, 그리고 두 집단의 평균으로 

11) 특정 기초지자체로의 예산 증가는 다른 기초지자체의 감소를 의미함으로 광역자치단

체별 총 차액은 산정된 금액의 50%로 재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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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전체 업무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차지하는 업무의 비중

을 측정하였다. 전자바우처 가사간병서비스의 업무비중을 분석한 결과, 유경험

자군은 자신의 전체 업무 중 가사간병서비스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14.67%, 
무경험자군은 15.76%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양 집단의 평균은 15.49%이며, 유경

험자군과 무경험자군이 인식하고 있는 가사간병서비스 업무비중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 가사간병서비스 업무비중

평균(%)

전체 업무 중

가사간병서비스 업무비중

유경험자 14.67

무경험자 15.76

평 균 15.49

두 번째 질문에서는 전자바우처 가사간병서비스를 세부 업무별로 구분하여 

각 업무가 차지하는 업무의 비중을 측정하였다. 세부 업무비중을 측정한 결과, 
서비스 구매계약방식 유경험자군과 무경험자군 모두 관리업무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산업무와 보고업무 역시 

두 집단 모두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 보고업

무의 비중이 약간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표 3> 가사간병서비스 단계별 업무비중

구 분 세부업무별 비중(%)

서비스 구매계약방식

유경험자

관리업무 52

정산업무 21

보고업무 27

서비스 구매계약방식

무경험자

관리업무 56

정산업무 22

보고업무 23

유무경험자

평균

관리업무 55

정산업무 21

보고업무 24

세 번째 질문은 업무단계별 업무 변화량에 대한 질문이다. 유경험자군의 경

우 실제 업무량 변화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으며 무경험자군은 현 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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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서 서비스 구매계약방식으로 전환될 경우의 업무량 변화를 예상하여 응

답하도록 하였다.
업무량 변화에 관한 조사에서 유경험자군은 전자바우처 전환 이후 실제로

11.00% 정도의 업무량이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무경험자군은 전

자바우처에서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회귀할 경우 13.59%의 업무량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경험자가 유경험자에 비해 전자자

우처로 인한 업무량 감소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경험자 

집단은 정산업무의 감소비율이 가장 크다고 답변한 반면, 무경험자 집단의 경우 

세부 업무별 감소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4> 가사간병서비스 단계별 업무량 감소 인식

구 분 평균 업무량 감소비율(%)

서비스 구매계약방식

유경험자

관리업무 -10.00

정산업무 -14.33

보고업무 -8.67

서비스 구매계약방식

무경험자

관리업무 -13.59

정산업무 -13.91

보고업무 -14.35

유무경험자

평균

관리업무 -12.70

정산업무 -14.01

보고업무 -12.95

각 세부 업무 비중을 가중 평균한 업무 감소비율을 산정한 결과, 전체 가사

간병 서비스 업무 중 관리업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이유로 인해 관리

업무의 세부업부 감소비율이 유경험자군의 경우 6.90%, 무경험자군의 경우는 

8.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세부업무별 가중 감소비율을 모두 합산한 비

율은 가사간병업무 감소비율을 의미하며 여기에 다시 담당자의 전체 업무에서 

가사간병서비스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전체업무를 기준으로 한 업무 

감소비율을 산정하였다. 산정 결과, 유경험자군의 경우 전체 업무에서 평균 

1.65%의 업무량이 감소하였으며, 무경험자군의 경우는 평균 2.12%의 업무가 감

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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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자바우처 가사간병서비스 담당공무원 평균 업무량 변화

평균

업무감소

비율

세부

업무비중

세부업무별 가중

감소비율

전체업무

감소비율

서비스구매계약

유경험자

관리업무 -10.00% 0.52 -6.90%

-1.65%정산업무 -14.33% 0.21 -2.78%

보고업무 -8.67% 0.27 -1.15%

서비스구매계약

무경험자

관리업무 -13.59% 0.56 -8.17%

-2.12%정산업무 -13.91% 0.22 -2.63%

보고업무 -14.35% 0.23 -3.18%

유무경험자

평균

관리업무 -12.70% 0.55 -7.86%

-2.00%정산업무 -14.01% 0.21 -2.67%

보고업무 -12.95% 0.24 -2.68%

다음 단계에서는 분석된 전체 업무 감소량을 행정비용으로 환산하였다. 먼저 

설문에 기록된 담당공무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계산한 후 업무 감소비

율에 해당하는 인건비(연봉) 감소액을 산정하였다.12) 담당공무원의 평균 총 인

건비와 전자바우처로 인한 감소액은 아래와 같다.

<표 6> 전국평균 담당공무원 인건비(연봉) 및 인건비 감소액

항목 구분 경험 유무 평균값 인건비 감소액

전국평균 인건비

유경험자 36,990,432원 796,164원

무경험자 37,970,953원 711,792원

평 균 37,765,935원 729,434원

마지막으로, 전체 예산 또는 바우처 사용액 대비 행정비용 감소율을 산정하

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가사간병서비스 예산과 바우처사용액을 집계하였다. 

<표 7> 전국평균 가사간병서비스 전자바우처 예산 및 사용액(2008.9-2009.8)

항목 구분 경험 유무 평균값

전국평균

가사간병서비스 예산

유경험자 389,233,542원

무경험자 377,597,272원

평 균 380,030,310원

전국평균

가사간병 바우처 사용액

유경험자 330,293,801원

무경험자 319,675,545원

평 균 321,895,726원

12) 각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연봉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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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행정비용 감소비율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유경험자군의 경우 예산 

또는 바우처 사용액 대비 행정비용 감소비율이 각각 0.210%, 0.261%로 나타났

으며  무경험자군의 경우 예산 대비 0.247%, 바우처 사용액 대비 0.294%의 감

소율을 보이고 있다.

<표 8> 전자바우처 가사간병서비스 행정비용감소 비율

예산 대비

감소비율(%)

바우처 사용액 대비

감소비율(%)

유경험자 전국평균

행정비용 감소비율
-0.210 -0.261

무경험자 전국평균

행정비용 감소비율
-0.247 -0.294

양 자 전국평균

행정비용 감소비율
-0.239 -0.287

이를 유경험자군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1억 8천만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며 기초자치단체별로 평균 약 80만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나타

난다.13)

2. 예산배분의 효율성 증가

기초자치단체별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광역 내 가사간병서비스 예탁비

율(예산) 및 바우처 사용비율을 취합하여 개략적인 추세를 분석하였다.14) 가설

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전자바우처 전환 이전에는 시군구의 예탁비율이 비교적 

일정하거나 점증적으로 변하였으나 전환 이후에는 비율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해 바우처 사용 흐름의 추적이 가능해

졌고 실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간 예산 재배분이 용이해졌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즉, 이전의 공급자 지원방식에서는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이용자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이러한 자료조차도 기초자치단

체별로 축척되지 않았으나 전자바우처 시스템 하에서는 실제 바우처 사용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분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예산 재배

분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정산 담당자 및 광역자치단체 

13) 유경험자의 사용액 대비 행정비용 감소비율을 기준으로 분석기간의 총 바우처사용액 

중 전국감소 총액을 계산하였다. 이 값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수(230)로 나누어 기초

자치단체별 감소액을 계산하였다.

14)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2007년도 가사간병서비스 배분 내역을 취합할 수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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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서비스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분기별 또

는 월별로 예산액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바우처 사용액이 

가장 중요한 재배정 근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방법에서 기술한 절차에 의한 분석 결과는 <표9>와 같다. 08-07년 예산

배분액 차액은 전국평균 약 3억 2천만원이며, 08-09년 예산배분액 차액은 약 5
억원으로서 전자바우처 도입 이후 차액이 이전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2009년 광역별 사용액으로 08-07년 차액과 08-09년 차액

을 나누어 광역별 배분액 비중을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08-07년 전국평균 배

분액 비중은 8.36%이며, 08-09년은 12.33%이다. 이후 08-09년 배분액 비중에서 

08-07년 배분액 비중을 차감하였다. 그 결과 3.97%의 전국평균 광역별 배분액 

비중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 차액은 전자바우처 이전의 예산이동을 통제한 전

자바우처의 순수한 예산이동 효과를 의미한다. 여기에 기회비용 할인율 5.5%를 

곱한 금액이 예산배분의 효율성 증가로 인한 기회비용 감소액을 의미한다.15) 전

<표 9> 광역자치단체별 예산 배분액 차이 및 배분액 비중

08년-07년

예산배분액

차이(천원)

08년-09년

예산배분액

차이(천원)

광역별

배분액 비중

(08년-07년)

A

광역별

배분액 비중

(08년-09년)

B

B-A

기회비용

할인율

5.5%가정

서울광역시 200,514 573,693 5.233% 14.973% 9.740% 0.536%

부산광역시 722,353 583,069 13.450% 10.857% -2.593% -0.143%

광주광역시 191,507 147,462 8.346% 6.427% -1.920% -0.106%

대전광역시 90,791 69,447 7.260% 5.554% -1.707% -0.094%

울산광역시 98,957 115,126 9.341% 10.867% 1.526% 0.084%

경기도 316,755 815,929 5.562% 14.326% 8.765% 0.482%

강원도 234,018 299,627 5.851% 7.491% 1.640% 0.090%

충청북도 154,032 458,086 6.649% 19.772% 13.124% 0.722%

충청남도 621,100 630,178 23.968% 24.318% 0.350% 0.019%

전라북도 481,030 706,936 7.652% 11.246% 3.594% 0.198%

전라남도 664,925 989,389 9.403% 13.992% 4.588% 0.252%

경상북도 505,444 793,607 10.802% 16.961% 6.158% 0.339%

경상남도 148,881 800,736 2.819% 15.161% 12.342% 0.679%

제주특별자치도 5,343 4,714 0.684% 0.603% -0.081% -0.004%

전국평균 316,832 499,143 8.359% 12.325% 3.966% 0.218%

15) 할인율 5.5%는 현재의 기준금리에 고려할 때 다소 높으나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장

기 추세를 반영하여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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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균 기회비용 감소비율은 2009년 예산 대비 0.218%로 나타났으며 이를 금액

을 환산하면 약 1억 5천만원 정도이다. 여기서 적용한 할인율 5.5%는 현재의 

기준금리에 고려할 때 다소 높은 것으로 사료되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0년 이

상의 장기 추세를 반영하여 가중평균한 이자율이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할

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를 이용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비용을 구체

적인 수치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의 예시로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

다.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009년부터 보육서비스가 전자바우처로 전환되고 종이바우처로 제공되던 산

모신생아 돌보미서비스가 2008년부터 전자바우처로 전환되는 등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전자바우처는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정

책 수단의 변화는 전자바우처의 다양한 이론적 장점에 기인하고 있다. 본 연구

는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한 행정효율성의 증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감

소하고 예산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은 기존의 바우처 연구에서 이론

적으로 지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대

상인 가사간병서비스는 2008년 9월에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전자바우처로 전환

된 복지서비스로서 정책수단의 변화가 초래하는 행정효율성의 변화를 검증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결과, 전자바우처의 도입

으로 인해 예산 대비 0.21%, 바우처 생성액 대비 0.261%의 행정비용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배분의 효율성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감소는 예산 대

비 0.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국･내외 연구와는 차별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 차별적 공헌이 있다고 사료되나 그 한계 역시 적지 않다. 인식에 기초한 설

문을 근거로 비용을 산정한 근본적인 한계를 제외하더라도 행정비용의 범위를 

기초자치단체 가사간병담당자의 업무로 한정한 점은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낳는다.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구조의 변화는 매우 복잡하다. 새로운 

관리조직인 사회서비스관리원이 구성되었으며 금융결제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

한 위탁비용 역시 새롭게 추가되었다. 행정비용의 감소 범위 역시 매우 포괄적

이다. 전자바우처의 주요 장점 중 하나인 부정사용 및 오류의 감소가 가져오는 

비용의 감소는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행정비용의 감소에 비

해 매우 높을 것을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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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불용액의 

증가이다. 과거 공급자 지원방식에서는 예산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거의 발생하

지 않았으나 현재의 전자바우처 방식에는 2009년 기준으로 30% 이상의 불용액

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다. 이전의 제공기관 위주의 

서비스 전달 체제에서는 배분받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접촉하는 이른바 적극적 관리가 가능했던 반면 현재는 대상자가 먼저 제공기관

을 선택해야 함으로서 잠재적인 이용자가 여러 가지 개인적 사유로 인해 서비

스를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바우처 도입 이전

의 체제에서 부정 및 중복지원의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후자의 경우, 전자우

처의 도입이 가져오는 서비스 전달 체계의 투명성으로 인한 서비스 비용의 감

소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한 다양한 효과를 행정

적 효율성에 한정할 경우에도 이러한 관련 기관 및 이용자의 행태변화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정

책 수단의 개선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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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Impacts of Policy Tool Changes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Tae Ho Eom ･ Geun Sic Jo ･ Gong Rok Kim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impacts of policy tool changes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Introducing an electronic voucher system to welfare 
programs is expected to reduce administrative costs and increase budget allocation 
efficiency. Even though these hypotheses are supported by the literature on vouchers, 
empirical research with high internal and external validity is limited. Homecare 
service, a social welfare program, which had been provided based on the 
purchase-of-service contracting method, has been offered via an electronic voucher 
system since 2009. Taking advantage of the policy tool change, the two hypotheses 
are examin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that administrative costs have been 
reduced by 0.21 percent of total program budget and opportunity costs have been 
decreased by 0.218 percent of total budget due to the increased flexibility in budget 
allocation. 

【Key words: Policy Tool, Voucher, Administrative Efficiency, Administrative Costs, 
Budget Allocation Efficienc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