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4, pp.477-482, November 30,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477 -

http://dx.doi.org/10.17703/JCCT.2020.6.4.477

JCCT 2020-11-59

*정회원,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접수일 : 2020년 10월 12일, 수정완료일: 2020년 10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1월 02일

Received: October 12, 2020 / Revised: October 26, 2020
Accepted: November 02, 2020
*Corresponding Author: spring@honam.ac.kr
Dept. of Bachelor of Arts in Social Welfare,
Honam University, Korea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한 사회서비스 조직의 공공성
평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valuating Publicity of Social Service Organization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장춘옥*

Chun-Ok Jang*

요 약 현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따른 방향 제시는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각자의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관리 주체인 시·도의 공공성의 정의와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성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공공성의 정의와 평가에 대한 합

의점을 도출하고, 서로 다른 지표를 가지고 있거나 계량화할 수 없는 요소들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기법으로 계층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여 공공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설계

된 프레임에 따라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쌍대비교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실증 연구를 하

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AHP 평가모형을 통해 주요 요인들의 상대적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서비스이용률(0.470),

시설관리(0.210), 타 사업시행(0.073)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서비스이용률이 가장 중요하다 평가되었다.

주요어 : 계층분석법, 사회서비스 공공성, 쌍대비교행렬, 공공성, 복합우선순위벡터

Abstract Currently, suggesting directions for strengthening publicity of social services is thinking in the direction 
of each person's advantage from the stakeholder's perspective. The position of the service provider and the 
position of the user shows different opinions on the definition and evaluation of publicity of the city or 
province as the management entity. Therefore, this study combines opinions on publicity focusing on community 
service, derives consensus on the definition and evaluation of publicity, and evaluates different indicators or 
factors that cannot be quantified at the same time. The goal is to solve the problem of publicity by apply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s a possible technique. In addition,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ccording to the designed frame, an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by conducting a pairwise 
comparison questionnaire for experts and users. Through the AHP evaluation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relative satisfaction of major factors, service utilization rate (0.470), facility 
management (0.210), and other project implementations (0.073) appeared in order. Here, the service utilization 
rate was evaluated as the most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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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보장 기본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도가 도입되었다. 사회서

비스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 사회는 보편적 사회서비

스 실현과 다차원적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급성장

과 변화를 겪었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중요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현재 국가는 사회서

비스 원을 설립하여 양질의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

고자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커

뮤니케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사회서비스가 담보해야 할 공공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많은 논의는 있었으나

공공성에 대한 공통의 의견 수립이 되지 않았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영리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급구조에서는 공공성에 대한 기준과 공공성 요

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신뢰형성, 자

원의 활용에 있어서 재정적 책임성의 실현[1]이라는 관

점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재정 사용의 투명성이

라는 공공성의 확보 내용을 알 수 있다. 조직적 차원에

서의 공공성은 고정된 개념으로서의 공공영역과의 관

련성을 공공성 확보로 볼 수 있으며 변화되는 개념으로

서의 공공성은 제도적 측면의 전반적인 통합적 적용을

공공성으로 볼 수 있다 [2].

또한, 공공성은 주체로서의 공민성, 제도와 규범적 차

원에서의 공익성, 행위 차원에서의 공개성 [3]으로 나뉘

며, 이런 공공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서비스와 같이 민간 영리 기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공공성 주체로서의

공민성과 규범적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 행위 주체로서

의 투명성 및 공개성이 기본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

나 행위의 주체로서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이

되지 않는 많은 부분에서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행위 주체로서의 공공성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관계된 모든 분야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

다. 그러나 공공성 강화에 따른 방향 제시는 이해관계

자의 관점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관리 주체인 시·도의

공공성의 정의와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지표를 가지고 있거나 계량

화할 수 없는 요소들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측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다기준분석기법의 하나로써 사용되는 계층분석

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였다.

AHP란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다단계로 나눈 후 단계

별로 분석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지원하는 접근 방법의 하나로서 정성적 요

소를 포함하는 다기준의사결정(muti-criteria decision

making)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의 의견

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설명이 쉽다는 장

점이 있다.

Ⅱ. AHP 적용방법

1970년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Thomas.

L.Saaty 교수는 미국 국무부의 무기통제 및 군비축소에

관한 의사결정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해 인간의 사고

체계와 유사한 접근 방법을 적용한 AHP 기법을 개발

하였다. 이런 AHP 기법은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해 구

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투자사업의 의사결

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AHP 기법을 ‘종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

야 할 기준들의 상대적 가중치와 각 기준에 있어서 대

안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결정한 뒤 이들을 평점의 합을

비교하여 대안 간의 종합적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법

이다. 따라서 이 기법은 다수 대안에 대한 다면적 평가

기준을 통한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이다. 이 기법은 3단

구성으로, 최상위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준, 대안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결정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즉, 각 상위 계층 요인의 각 세부요인과 각각 요인의

중요 정도인 쌍대비교행렬(Pairwise Comparison

Matrix)을 작성하고, 이 행렬로부터 고유치 방법을 이

용하여 계층의 레벨마다 정규화한 하나의 우선순위 벡

터를 산출한 후에 마지막으로 최하위 단계에 있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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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나타내주는 전체계층에 대한

하나의 복합우선순위 벡터(Priority Vector)를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4단계 절차를 거친다 [4].

본 연구를 위한 절차와 적용방법은 먼저 1단계에서는

요인을 계층화한다. 2단계에서는 평가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쌍대비교를 하고, 3단계에서는 비교대상 평가요인

들이 갖는 상대적 가중치를 추정하여, 이를 통하여 4단

계에서는 최하위계층에 있는 여러 대안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의 평가항목은 크게

4단계의 계층으로 나뉘며, 첫 번째 계층은 기관 공공성

과 서비스 공공성, 두 번째 단계, 5가지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 최하위 세부항목으로 17가지 요인

을통해서 AHP 기법을활용한 계층구조를만들었다. 각

단계에따른계층구조의연구모형은다음그림 1과 같다.

2. 사회서비스 공공성 평가요인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평가를 위해 총 4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최상위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 대안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결정하여 우선순

위를 결정하게 된다. 즉, 각 상위계층요인의 각 세부요

인과 각각 요인의 중요 정도인 쌍대비교행렬을 작성하

고, 이 행렬로부터 고유치 방법을 이용하여 계층의 레

벨마다 정규화한 하나의 우선순위 벡터를 산출한 다음

최하위 단계에 있는 요인들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전체

계층에 대한 복합우선순위 벡터를 산출하게 된다 [5].

기관 공공성과 서비스 공공성의 2가지 대분류로 구

성하였으며, 중분류는 5가지의 하위요인과 각각의 17가

지의 세부요인들로 선정하였다.

대분류의 기관공공성과 중분류에는 회계, 인력채용,

시설 공공성, 기관의 공공성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회

계처리적정성, 회계결과공개, 회계결과행정처분 등으로

회계를 세분화하였다. 인력채용은 공개채용과 제공자처

우, 인건비 준수 등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시설공개성은

시설공개, 서비스결과공개, 시설연계활용, 외부평가 등

으로 각각 세분화 하였다.

대분류인 서비스공공성의 중분류로 지속성과 서비스로

2가지고 분류하였으며, 지속성은 시설관리, 서비스이용

율, 타 사업실시 등으로 세분화 하였고, 서비스는 사회

안전망, 사회통합, 사회적돌봄 그리고 고용확대 등으로

세분화 하였다.

여기서 요구모형 중에 상위 평가요인에 대한 정의와

각 세부요인의 정의를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그림 1. 사회서비스공공성평가의 계층적 구조
Figure 1. Hierarchical structure of social service public evaluation.

표 1. 각 평가요인 정의
Table 1. Definitions of the Variables
대분류 중분류 세부분류 내용정의

기
관
공
공
성

회
계

회계처리적정성 회계처리적정성,회계결과공개,행정처분
회계결과
공개

서비스총금액에서정부지원금을제
외한 이용자가 부담금액

회계결과
행정처분

현장점검후주의, 시정, 경고, 영업정
지, 등록취소 등 법령 행정조치

인
력
채
용

공개
채용

관련서비스관련업무담당을공개적
방법을 통해 채용

제공자
처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복리후생
에대한처우

인건비
준수

서비스를제공하는제공자의복리후생에
대한처우및사업비70%인건비준수

시
설

시설
공개

기관시설을일반인에게공개, 외부자원
활용(강사), 서비스결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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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는 첫 번째 그룹인 서비스제공기관의 센터

장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5부씩 총 10부가 회수되

었다.

쌍대비교행렬에서 응답자가 각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성에 일관된 응답을 하지 못할 때 쌍대비교행렬의

정합성이 낮게 된다. Saaty(2008) [6]는 일관성비율(CR:

Consistency Ratio)이 0.1 이상이면 신뢰성이 낮다고 보

고 분석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7]. 본 연구에서

의 일관성 비율은 0.05로 나타났다.

Ⅳ. AHP 기법에 따른 분석 결과

표 2는 설문조사을 활용해 각 평가요인별 가중치 및

우선순위를 AHP 분석한 결과이다. 대분류의 기관 공공

성의 중요도는 0.143으로 나왔으며, 서비스공공성의 중

요도는 0.857로 기관 공공성보다 중요하게 나타났다. 또

한, 중분류의 항목별 중요도는 회계 0.320, 인력채용

0.558, 시설공공성 0.122로 인력채용이 중요하게 나타났

다.

서비스공공성에서 중분류의 항목별 중요도는 지속성

0.875, 서비스 0.125로 서비스의 지속성의 중요도가 높

게 나타났다.

종합중요도 중 3위안에 있는 소분류을 살펴보면 1위

에 서비스이용률 0.470, 2위 시설관리 0.210, 3위 타사업

실시로 모두 서비스공공성의 지속성에 포함되어 있다.

1. 대분류 요소별 중요도

최상위계층 요인으로 기관 공공성과 서비스 공공성

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기관 공공성의 중요도

는 0.143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공공성의 중요도는

0.857로 나타나 서비스 공공성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라 중요도를 가지게 되는 이

유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들의 투명성이 사회적

또는 제도적으로 중요성이 필요하다 볼 수 있다.

2. 중분류 요소별 중요도

기관 공공성에서는 인력 채용이 0.558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계는 0.320으로

시설 공개성 0.122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며, 기관 공공성

에서의 중요성은 서로 간의 큰 차이를 보였다.

서비스공공성은 지속성과 서비스 2가지 문항으로 평

표 2. 각 평가요인별 가중치 및 우선순위
Table 1. Weight for each evaluation factor and Priority

대분
류

대분
류
중요
도

중분
류

중분
류
중요
도

소분류

소분
류
중요
도

종합
중요
도

우선
순위

기
관
공
공
성

0.143

회계 0.32
0

회계처리
적정성

0.709 0.032 6

회계
결과공개

0.179 0.008 12

회계결과
행정처분

0.113 0.005 14

인력
채용

0.55
8

공개채용 0.075 0.006 13
제공자
처우

0.357 0.029 8

인건비
준수

0.567 0.045 4

시설
공공
성

0.12
2

시설공개 0.078 0.001 17
서비스
결과공개

0.186 0.003 16

시설
연계활용

0.240 0.004 15

외부
평가

0.496 0.009 11

서
비
스
공
공
성

0.857

지속
성

0.87
5

시설
관리

0.280 0.210 2

서비스
이용률

0.627 0.470 1

타사업
실시

0.094 0.070 3

서비
스

0.12
5

사회
안전망

0.286 0.031 7

사회적
돌봄

0.090 0.010 10

고용확대 0.221 0.024 9
사회통합 0.403 0.043 5

공
개
성

서비스결과공
개

서비스결과및만족도을온라인또는오
프라인등을통해공개

시설연계
활용

기관운영에필요한외부자원활용, 지역
사회자원정보를제공, 협력체계를구축

외부평가 기관운영및서비스에필요한외부자원활용

서
비
스
공
공
성

지
속
성

시설관리
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기관의시설,
비품 등을 수리 또는 관리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율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연 이용률
및 사회서비스 이외의 사업

타사업실시 서비스 이외의 사업

서
비
스

사회안전망
지역특성과 사각지대의 안전망역활,
품질평가, 사회적통합, 사회적돌봄등

사회통합
지역맞춤형서비스제공, 수요자중심
의욕구충족과지역민과의사회통합

사회적돌봄
서비스시장형성가능성이높은분야
의일자리창출로지역주민의고용확대

고용확대
서비스 시장형성이 높은 분야을 선
정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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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으며, 지속성이 0.875로 서비스 0.125 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이 지역사회

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분류 요소별 중요도

기관 공공성요인의 회계 소분류에서 회계처리 적정

성이 0.709로 회계결과 공개 0.179, 회계결과 행정처분

0.113 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회계 규칙준수 여부

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미리 갖춰 놓는

다면 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력 채용에서는 인건비 준수가 0.567로 제공자 처우

0.357, 공개채용 0.075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인건

비 준수가 제공자 처우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개채용은 현장 경력자 위주로 채용되기 때문에 비교

적 낮은 평가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설 공공성의 소분류의 외부평가요인이 0.496으로

시설연계활용 0.240, 서비스 결과공개 0.186, 시설공개

0.075보다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기관운영 및 서

비스에 필요한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시설연계활용이나 서비

스 결과공개 또는 시설공개 등 보다 시설의 공공성 부

분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 공공성의 지속성의 소분류에서 서비스이용률

이 0.627로 시설관리 0.280, 타 사업시행 0.094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서비스 이용자들

의 만족도가 높아 지속력을 갖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의 소분류에서 사회통합이 0.403으로 사회안

전망 0.286, 고용확대 0.221, 사회적 돌봄 0.090보다 높

게 평가되었다. 이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욕구 충족과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을 이

룰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기관의 공공성 평가를 위하여

현장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평가요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수집된 평가항목에 대해 기관의

공공성, 서비스 공공성 부분이 대분류로 나뉘었으며, 중

분류에 회계, 인력채용, 시설공정, 지속성, 서비스의 총

5가지 항목을 선정하였고, 관련된 세부요인들을 17가지

로 분류하였다.

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항목을 각 항목의 세부요

인으로 계층화하여 최종적으로 계층화된 사회서비스

기관의 공공성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산출하기 위하여 관련된 현장전문가와 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AHP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 결과 상위 요인별 상대

적 중요도는 서비스공공성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

며, 중분류에서는 지속성, 인력채용, 회계, 서비스, 시설

공공성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인 만족도를 보면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공공

성의 서비스 지속성의 세부 요소인 서비스이용률(0.470)

1위로 나타났고, 그다음 2위 역시 서비스 지속성 세부

요인의 시설관리(0.210), 3위 역시 서비스 지속성의 세

부요인 타 사업시행(0.073)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조직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요인을 AHP

분석한 결과, 대분류요인 수준에서는 기관 공공성과 서

비스 공공성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기관 공공

성보다 서비스 공공성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서비스가 사회 전반적으로 폭넓게 자리 잡고 있어

관련된 모든 요소가 공공성이 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체요인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서비스 이

용률이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현재 사회서비스는 지역 특수성의 반영과 지역주민

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 그리고 기관시설을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확보로 앞으로 사회서비

스는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투명성이 더욱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특성에 대한 정리를

통해 평가를 위한 요인을 계층별로 파악하였으며, 또한

전문가 집단을 통해 AHP 기법을 적용하여 각 계층별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AHP 평가모형은 주요 요인들의

상대적 만족도 측정을 통해 향후 학술적 또는 실무적으

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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