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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연구는사회복지법인이설립․운 됨으로써지역사회에미치는경제 효과를 악하기 하여실시되었다. 이를

해산업연 분석모형을이용하여 구 역시소재사회복지법인운 의지역경제 효과를분석해본결과다음과같이

나타났다. 총생산유발효과가 43,445억원, 총부가가치유발효과가 19,400억원, 총고용유발 효과가 37,41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몇가지제언을하 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기 에 한소비

지향 인 인식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에서

제공하는사회서비스와연계한고용을지속 으로확 하고이를 해장기 인 에서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환경을

조성하고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기 에서 창출되는부가가치를

새롭게인식하고다양한분야에서확 시킬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넷째,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기 의경제

효과를 지역사회로 히 홍보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grasp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it. For this purpose, the effects of the social welfare law of Daegu Metropolitan City on the regional 

economy were analyzed using the input-output analysis model. As a result, the effects of GDP was 43,445 billion 

won, the total value-added effect was 1,940 billion won, and the total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was 37,411. 

Based on these result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perception of consumer-oriented welfare toward welfare that contributes to the activation of the 

local economy. Second,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tinuously expand employment linked to social welfare service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jobs can be creat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to establish a separate support 

system. Third, the value-added created by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 should be newly recognized and sought to 

be expanded in various fields. Fourth, efforts should be made to secure the legitimacy of social service provision and 

ensure accountability by appropriately promoting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social welfare foundation to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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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경

우리사회의 출산 고령화, 소득 양극화, 가족 붕괴, 

고용불안 등과 같은사회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한

정부 지자체의총체 응을보다강조하고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발 과정에서의 역할

을 고려해 볼 때 여 히 민간 역의 표 인 수행주체

로 기능과 역할을하고 있다[1].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태

동 기의 설립 정신과 재산의 공익화라는 사회 기여

부분이 사회복지법인의 운 부작용으로 인해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이다. 이는 한국 쟁

이후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보호문제를 외원단체와 개인

에게의존한결과 사회복지법인이사유화되는 인식을 가

지게 된 결과에서 출발한다[2]. 

구지역 한 사회복지법인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실험성이강한 활동이 있었지만시민의 높이

에서 이를 가시화, 수치화하여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시민

들의 이해와 조를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

실이다. 

하지만 의 사회복지법인은 이러한 지엽 인 인식

에서벗어나 사회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의 사회 경제 인 기여의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 새로운 사회복지법인 운 기법 로그램

기획, 홍보, 모 략 개발, 지자체와의 력 계 형성에

도 극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 활동을 통해 사

회복지법인의 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를 변화시키면서사회복지에 심을 갖게 만

드는노력을 하고있다[2]. 그결과 사회복지법인의규모

산의 확 , 직원수의 증가, 서비스 역의 확장을

통해사회복지법인의운 정당성을확 하는 노력이 진

행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을 거 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확 는 소득 주민, 여성과 같이 경제

사회 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삶의 안정과 새로운 취

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률을높이는효과를가져왔

다[3].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공동체 형성을 한 사회

기여와 더불어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로 경

제 기여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지

역의 경우 구사회복지법인 회를 심으로 사회복지

법인의 경제 ・사회 효과의 실증을 통해순기능을 체

계화하기 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4-7]. 

이에 구지역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운 됨으로써경

제 측면에서의 효과를 실증 으로 확인함으로써 민간

역의 표조직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순기능을 확인

하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 모색을 한 기 자료를 마련

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이 설립·

운 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

악하기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산업연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가 나

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경제 측면의 순기능을 확인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정 인측면을알리고시민의 조와참여를확 하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3 연    한계

사회복지법인의 경제 효과는 산업연 분석을 통해

진행되며, 구 역시를 분석의 공간 범 로 한정하

고, 사회복지법인 운 시설에 투입된 세입입·세출

황 자료에 기 하여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의

4개 시기를 시간 분석 범 로 설정하 다. 이를 바탕

으로 지역경제 효과의 연구 범 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로 설정하고 이를 악

하 다. 지역경제 효과분석에 있어 과거 시간 단

를 재 시간 단 에서 재분석하지 못한 것과 구사회

복지법인 회 등록 60개 회원법인 가운데 47개인 78.3%

만을 조사 상으로 하여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2. 론적 경

2.1 대 지역 사회복지  특징

의미의 구지역 사회복지시설은 1913년

쳐 박사가 나환자 진료소인 구애락원을 설립한 것을

시 로 볼수 있다[8]. 1980년 시설수용보호 심에서

재가복지 지역사회복지 심으로 그방향 환이 모색

되었으며, 1990년 는 경제의 불황과 사회복지비의 지

출이 증가하자 사회복지 기에 처하기 한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회복지

역에서 민 화의 역을 강화시켰다. 2000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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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가 증하 고, 사회서비

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으로 다원화 된 민간

역의 확 와 사회복지법인의 양 팽창은 사회복지법인

의 역할과 기 에 한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다[9]. 

구지역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은 생활시

설에서 재가복지 지역사회복지 심으로의 환되는

과정 속에서 추 인 역할을 수행하 다. 한, 공공사

회복지 달체계 개편 속에서 민 력의 요한 주체로

서 새로운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10].

이러한 사회복지환경 변화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이 지역사회에생산, 부가가치, 고용창출 주체

로서경제 기여에 한재평가가시작되었다. 즉, 복지

가 “경제를 조정하는 복지나 경제에 종속되는 복지가아

닌 스스로를 심으로 작동하는 복지체계로서 시장체계

로부터 독자성을 가진다고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11], 사회복지 노동시장은 시장의 경제 합리성보다는

정의와 평등, 연 와 우애로 변되는 윤리 합리성을

추구하는 특성과 구성원간의불평등을 이기 한재분

배와사회문제에 한 연 책임을강조하는특징을가지

고 있다[12]. 이에 따라 사회복지 역에서 노동시장은

사회복지기 이나 시설의 특성에 따라 유형이 매우다양

하고종사자는 부분 정부지출 국가고용인의 지 와 사

회복지법인 소속 민간고용인의 지 를 함께 가진다[13]. 

이 듯 사회복지법인은 독특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사회

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의 운 과정 속에서 재산

권, 업무, 조직 등에 한 법인의 권리와 자율성에 한

문제는 여 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산지원

이 사회복지법인 유형별로 획일 으로 배분되어 지역이

나 상자의특성에맞는 서비스를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실이다.

2.2 사회복지  경제 급 효과

지역경제 효과는 지역사회 내의 특정 사업이 해

당 지역의 산업구조나 경제 특성, 혹은 지역경제에

한 기여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일반 으로 이것은 산

업연 모형을 사용하는데, 이 모형은 거시 경제 분석

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 간의상호연 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 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 고용, 소

득 등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효과를산업부문별로

나 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계획의 수립과 측

그리고 산업정책 방향 설정이나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14].

이와 련하여 사회복지 역에서도 공 주체들의 경

제 효과를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

상북도 안동시를 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5], 서울시사회복지재정지출의경제 효

과[6], 사회보험과 공 부조, 사회서비스 등의 사회복지

구성이 고용과 경제성장 효과분석이 있다[3]. 이러한 시

도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의순기능을

발굴하는 노력이 극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이 산업연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의 경제를 측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러 지역을 포 하는 다지역에 한 모형과

단일지역에 한 모형으로 양분되어 구축되었다. 특히

단일지역에 있어서는 부분의 산업연 모형들이 역

자치단체인 시·도 지역에 련하여 작성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나 축

제, 혹은 산업구조를 악함으로써 지역 략사업을 찾기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15].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의 지역경제

효과는 법인 시설 설치·운 에 따라 지역에 투입되는

액을 이용하여 각 투입 액별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살펴보게 된다.

생산유발효과는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최종수요에 의

한 각 산업의 생산 과정에서 총산출액의 수 을 의

미한다. 즉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한 최종수요가 발생

하는 경우 이의 효과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에 그치지 않고 련된 모든 산업부문 제품의 생산에까

지 미치게 되며 그 총산출의 규모도 결정되게 되는 것이

다. 실제로 OECD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통계자료

를 이용한 조사에서 사회복지지출 비사회서비스 비율

이 클수록 1인당 GDP와 고용률에 정 인 향을 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의 활동이 생산유

발효과와 련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투입 액이 얼마만큼 지역생산

을 유발하고 그 결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가를 의미한

다. 이 효과가 클수록 해당 사업이 지역산업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

설・기 의 사회서비스가 보건혹은 교육의 범 와 질을

향상시켜 직 으로 국민소득과 고용에 향을 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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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통시스템과 통신서비스, 에 지 서비스 등을 포

함하여 투자환경에 향을 미침으로써 경제를 다각화시

켜 경제성장에도 정 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다[17]. 

고용유발효과는 지역경제에 투입된 액이 고용자수

를 얼마나 증가시키는가를 의미한다. 이것은 고용 창출

과 련된 고용효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높아짐에따라 불평등도

가 낮아져 간 으로 경제성장에 정 인 향을

수 있고, 이러한 사회서비스로 인한 증가된 고용율은 경

제성장을 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18-19]. 

한, 돌 서비스의 확 로 인한 직 일자리 증가는

소득층에 도움을 것이며 사회서비스 확 로 인한 여

성의 경력유지는 문성 높은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3].

이 듯지역경제 효과의 실증 확인은 구지역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의 경제 기여 황

향후 새로운 역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

을 수 있을 것이다. 

3. 연

3.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 상은 구 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82개소 구사회복지법인 회에 등록

된 회원법인 60개소를 설정하 다.

3.2 조사내용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세입, 세출 황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의 4회기에 걸쳐 5년 주기로 응

답하도록 하 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

여 세입 황은 사업수입, 보조 수입, 후원 수입, 입

으로 구분하 고 응답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재산수입, 

과년도 수입, 차입 , 입 , 이월 , 잡수입은 기타수

입으로 구분하 다. 세출 황은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

업비로 구분하 으며 출 , 과년도 지출, 상환 , 잡지

출, 비비 기타는 기타지출로 구분하 다. 

3.3 료수집

본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9월 20일부터 10월 10

일까지 구조화된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조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 다.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기 조사설문지는 각사

회복지법인 사무국장에게 사 조를 요청한 뒤, 련

내용을 설명하고 조사내용 반을 충분히 숙지하게 한

후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표는

조사 상사회복지법인 60개소에 배부하여 47부를 회수

하 다.

3.4 료

본 연구는 구 역시 사회복지법인의 일반 황을

알아보기 해 SPSS for Windows Ver 18.0 로그램을

통해 빈도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해 산업연 모형분석을 이용한

방법론을 사용하 다. 

산업연 표(Input-Output Table)는 산업 간의 상호의

존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보통 1년)동안

국민경제 내의 모든 거래를 기록한 종합 통계표를 의

미한다[5]. 우리나라는 1958년 당시에 부흥부 산업개발

원회가 1957년과 1958년의 산업연 표를 작성한 이

래 2014년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작성,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기 로 국의 산업구조와 구 역

시 산업구조의 차이를 반 하는 지역의 자료를 이용하

여, 국산업연 모형을 지역산업연 모형으로 환하

다. 구 역시의 지역산업연 모형을 구축하기 해

한국은행의 국산업연 표를 활용하여 기 인 산업

연 모형을 구축한 후, 여기에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 approach)을 용하여 지역의 산업구조를 반

한 지역산업연 모형을 작성하 다.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실제 으로 구 하기 해

Gauss ver5.0을 사용하여 산업연 분석을 실시하는

차에 따라 로그래 하고 련된 값들을 도출하 다. 

이를 한 차는 산업연 표에서 투입계수행렬을 산출

하고 이것을 항등행렬에서 뺀 후 역행렬을 취해서 생산

유발계수행렬을 작성하 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최종수

요의 변화 즉 투자나 소비 등의 경제행 를 발생시키는

액을 연산하여 최종 으로 경제에 미치는 경제 효

과를 산출하 다.      

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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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  사회복지  적 특

구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후 평균 운 기간은 31년 2

개월이며, 주요사업은 노인복지 34.0%, 장애인복지

25.5%, 사회복지일반 19.1%, 아동복지 8.5%, 유아복

지와 모부자복지가 6.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

상은 노인 34.0%, 장애인 25.5%, 지역주민 17.1%, 아동

8.5%, 유아 6.5%, 여성 이주여성 4.3% 순으로 나

타났다. 응답자의 일반 특성으로 사무국(총)장 44.4%, 

기타 53.3%로 나타났다. 

구사회복지법인의 이용자(거주자)는 정원은 평균

1,424.68명, 실인원은 2,957.37, 연인원은 평균

37,898.46명이며 자원 사자는 평균 13.09명, 후원자는

평균 568.53명, 신규 개발 로그램 수는 평균 2.85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의체 활동에 평균 0.43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대  사회복지  지역경제 급효과

4.2.1 대 역시  산업연 모형

구 역시의 지역산업연 모형을 구축하기 해 먼

한국은행에서 실측하여작성한 국 산업연 표를 기

로 분석모형을구성하 다. 국 산업연 모형을 지역

산업연 모형으로 변환시키는데 있어서는 네 가지 비조

사방법론이 사용되나,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 

approach)을 사용하여구축하 다. 입지계수법을 활용하

여 지역산업연 모형을 구축하는 차를 보면 <fig. 1>

과 같다.

Fig. 1. Procedure of Input-Output Table

이후 지역의 산업별 입지계수를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도출하게 된다. 

도출 수식에서 LQi
r=r지역 i산업의 입지계수, Xi

r= r

지역 i산업의 생산액(혹은 고용자수),Xr = r 지역 산

업의 생산액(혹은 고용자수), Xi= 국 i산업의 생산액

(혹은 고용자수), X= 국 산업의 생산액(혹은 고용

자수)을 각각나타낸다. 여기서 입지계수가 도출되면, 다

음 단계로는 국투입계수표를 이용하여 지역투입계수

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수식은 아래와 같다.

사용 수식의 αij
r = 지역투입계수, αij= 국투입계수, 

mij
r= r지역의 i산업으로부터 j산업의 이입계수를 각각

의미한다. 

입지계수법은 지역내 산업간의 투입구조를 악하기

하여 국의 산업간 투입구조에서 지역내로 이입분만

큼을 차감하여 지역투입계수를작성하는 기법이다. 따라

서, 입지계수인 이면 i산업은 지역이

국보다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지역으로부터 이입

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국투입계수를 지역투입계수로 그 로 사용

하게 된다. 만약 입지계수인 이면 i산업

생산물 일부가 외부로부터 이입되기 때문에 국투입계

수에서 이입되는 양만큼을 차감하여 지역투입계수를 작

성해야 한다. 이때의 방식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Q계수를 추정하는데 이용한 자료는 국과 구

역시의 GRDP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2000년과 2005

년, 2010년자료를 이용하 으나, 2015년은 자료의한계

로 인해서 2014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LQ계수를 도출하

다. 구 역시의 경우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근간으

로 한 도시지역으로 지역의 산업구조가 2000년에서

2014년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을 제로 하여

용한 것이다.

도출된 LQ계수를 이용하여 각 시 의 국산업연

표에 용함으로써 지역산업연 모형을 구축하 으며, 

이를 토 로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도출하

으며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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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10

2014

(2015 

replace-

ment)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0.188 0.180 0.168 0.138

Mining and 

quarryi-ng
0.097 0.198 0.110 0.050

Manufacturing 0.833 0.766 0.729 0.742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0.557 0.426 0.332 0.325

Construction 0.962 0.938 0.878 1.024

Wholesale and retail 

trade
1.414 1.361 1.305 1.219

Transportation and 

storage
1.144 0.924 1.020 0.969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1.053 1.152 1.142 1.19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0.744 0.804 0.680 0.571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1.183 1.245 1.184 1.187

Real estate 

activities
1.386 1.340 1.360 1.367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rental and 

leasing activities

0.613 0.742 0.760 0.772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1.181 1.244 1.320 1.385

Education 1.268 1.364 1.471 1.467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1.441 1.362 1.581 1.528

Arts, spo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1.128 1.324 1.325 1.264

Table 1. By point time Dae-gu Location Quotient

4.2.2 대 사회복지  지역경제 급효과

조사 상 사회복지법인의 운 을 통해서 구 역시

에 지출되어 투입되는 세출 황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

계규칙에 의거하여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사무비 :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 비로 사회복지

법인 산하 시설·기 의 운 을 해서 지출되

는 액

․ 재산조성비 : 시설비로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

설·기 의 증개축 자산취득, 장비유지를 해

지역에 지출되는 액

․ 사업비 : 일반사업비로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

설·기 의 사업수행을 해 지역에 지출되는 액

․ 기타 지출 : 출 , 과년도지출, 잡지출, 비비

기타로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의 운

을 해 소모성으로 지출되거나 의 구분에 속

하지 않는 액

이와 같이 지역에 지출되어 투입되는 액은 각 산업

부문에 맞추어 발생하며, 이를 통해서 각 산업부문의 최

종수요를 유발하게 된다. 최종 으로 이러한 최종수요가

지역에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며이를 측정하여분

석한다. 구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의 기

시기별 세출 투입 황을 총 하면 <Table 2>와 같다. 

2000 2005 2010 2015

Miscellaneo-us 

Ad-ministrative 

Exp-enses

8,454 23,021 165,370 585,052

Property, Plant, 

& Equipme-nt 

Exp-enses

2,169 2,980 31,354 20,349

working 

Expenses
5,436 14,384 537,724 1,135,528

other Expen-ses 2,680 3,899 129,716 206,992

total 18,739 44,284 864,163 1,947,922

Table 2. By point time Social Welfare Expenditure 

투입은 2000년에 18,739백만원, 2005년에 44,284백

만원, 2010년에 864,163백만원, 2015년에는 1,947,922

백만으로 격하게증가하고 있음을알수 있다. 이를구

체 으로 살펴보면, 투입된 사무비는 2000년에 8,454백

만원, 2005년에 23,021백만원, 2010년에 165,370백만

원, 2015년에는 585,052백만으로 나타났다. 재산조성비

는 2000년에 2,169백만원, 2005년에 2,980백만원, 2010

년에 31,354백만원, 2015년에는 20,349백만으로 나타났

다. 한 투입된 사업비는 2000년에 5,436백만원, 2005

년에 14,384백만원, 2010년에 537,724백만원, 2015년에

는 1,135,528백만으로 나타났다. 기타지출은 2000년에

2,680백만원, 2005년는 206,992백만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투입된 액은 4개 시기에 따른 가치를 일

정부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 시기별 지역경제 효과를

총 하면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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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inducement

value added

inducement

employment 

inducement

2000 294 128 271

2005 696 309 577

2010 12,984 5,839 10,959

2015 29,471 13,124 25,634

Table 3. By point time Regional Economic Spread 

Effect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의 운 을 통해 발생

한 지역경제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 효과는 2000

년에 294백만원, 2005년에 696백만원, 2010년에 12,984

백만원, 2015년에 29,47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부가가

치유발 효과는 2000년에 128백만원, 2005년에 309백만

원, 2010년에 5,839백만원, 2015년에 13,12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용유발 효과는 2000년에 271명, 2005년

577명, 2010년에 10,959명, 2015년에 25,634명으로 나

타났다. 사회복지법인 시설·기 의 지역경제 효과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

과, 고용유발효과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이러한 지역경제 효과는 기 시기별

가치를 일정 부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이 설립·

운 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 악하

기 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구 역시 사회복지

증진을 한 민간 역의 표조직으로서 사회복지법인

의 순기능을 확인하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기

한 기 자료를 마련해 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구 역시 사회복지법인의 경제 효과는

산업연 모형분석에 의한 지역경제 효과 분석하여

확인하 고,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분석을 병행사용하

여 분석하 다.

이를 통해 분석된 구 역시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이 지역경제에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2000년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의 지

역경제 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294억원, 부가가치유

발효과가 128억원, 고용유발효과가 271명으로 나타났

다.

둘째, 2005년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의 지

역경제 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696억원, 부가가치유

발효과가 309억원, 고용유발효과가 577명으로 나타났

다.

셋째, 2010년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의 지

역경제 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12,984억원, 부가가

치유발효과가 5,839억원, 고용유발효과가 10,959명으로

나타났다.

넷째, 2015년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의 지

역경제 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29,471억원, 부가가

치유발효과가 13,124억원, 고용유발효과가 25,634명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개의 시기별 가치를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한 이수치는 구 역시 사회

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가운데 일부만을 조사 상

으로 하고 있어 구 역시 체 사회복지법인의 지역경

제 효과를 고려한다면, 구 역시의 사회복지법인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에 한 소비지향 인 인식을 지역경

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환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의 설치·운 은 소

비 지향 인 것으로 치부되어온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

시설·기 의 거주인 이용자에 한 서비스는 이들의

욕구 충족 문제 해결에만 을 두고 있어 그 생산

성 한 이것에 한정되어계산· 악되어 왔던 것이다[5].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의 설치·운 이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복지서비스에 따

른 효과를 가져다 뿐만아니라 거시경제 순환구조에

서 타 산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시설·기 이 가져왔

던 소비지향 인 복지에 한 시각을 지역경제 효과

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의 주요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내용[5]과 일치한다. 이 연

구를 계기로 사회복지법인 시설·기 과 지역경제

효과와의상호 련성에 한 논의를 보다 확 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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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고용을 지속 으로 확

해야 한다. 조사결과에서도 보듯이 2000년 271명, 2005

년 577명, 2010년 10,959명, 2015년 25,634명으로 목

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과 4차

산업 명 시 의 휴먼서비스와 사회서비스가 어떻게

개되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일자리가 지속

으로유지되고 창출되기 해서 장기 인 에서일자

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별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20]. 즉, 재 창출된

고용유발 효과를 바탕으로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고용과 지역경제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에서 창출되

는 부가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확 시

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16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을 심으로 한 사회복지법인 개 을 추

진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더하여 어떠한 부가 인 역할을

더 수행할 것인가가 요한 과제 다. 이와 련하여 사

회복지법인의 지역공익활동 의무화가 제시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과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복지실천 주체로서

법인의역할을 강조해 오고 있다[21]. 이는 지역 내에 사

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과 종사자, 생활인들과

연계된 네트워크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기 의 경제 성과

를 히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일은 사회복지

법인 산하 시설·기 의 설치·운 에 따른 지역사회에

서의 활동 정당성을 지속 으로 확보해 갈 수있는 요

한 과업이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시설·기 의 사회

서비스는 정 인면을 홍보하려는노력이부족했던 것

이 사실이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시설·기 의 책임

성을 확보하기 한 매우 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향후에는사회복지법인 운 의 경제 효과의 질

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 기여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 은 이러

한 실을 직시하고지역사회의 요한 구성체로서사회

복지법인의정체성을보다확고히하려는노력이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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