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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영국 통합적 복지 전달체계의 현장사례2

사례 연구의 개요 및 분석틀  1. 

지금까지 영국 복지국가의 역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국의 복지국가 

성립 당시부터 전달체계에 있어 분절적인 한계가 존재했었고 년대 , 1980

신공공관리의 영향으로 기능별로 다양한 기관들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분

절성은 더욱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뒤이어 년부터 년까. 1997 2010

지 신노동당 정부에서 전자정부 등을 포함한 통합적 전달체계를 위한 노

력이 있었지만 성과와 함께 여전한 한계가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 

시도들은 아동 청소년 서비스 근로연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급· , 

여 웹포털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의 통합 등의 영역별로 살펴 본 결과 , ,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몇 가지 유사하게 제기되어 온 쟁점들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전문집단간 이해와 협력의 문제가 있었다 통합의 과정에서 . 

서로 다른 전문집단간의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얼마나 이 다른 집

단들이 서로 다른 전문성을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원만한 , ,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통합적 전달체계의 성공과 한계가 나타났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문집단간의 문화적 차이나 소통 부족이 통합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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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체계의 효과적 구축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

았으며 반대로 이러한 차이의 극복이나 이해가 성공요인이 될 수 있는 것

이다.

두 번째로는 운영 의 문제이다 통합을 위한 협력의 과(management) . 

정에서 서로간의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협력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가 명

확하지 않은 것 등이 주요한 장벽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역시 반대로 서. 

로의 역할 규정을 분명히 하고 공동의 목적이나 목표가 명확히 공유되는 

것은 통합의 성공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통합에 대해서 지나. 

치게 이상적인 목표 설정도 실패요인으로 자주 꼽히고 있다 이러한 운영. 

의 문제에는 운영구조 나 재정의 문제를 포함할 것이다 서(governance) . 

로 다른 기관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일상적인 협의구조 각각의 예산투, 

입이나 배정에 있어 명확한 조정이나 적절한 예산 투입 등도 중요한 요소

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운영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 

리더십의 문제가 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보 공유 및 기술적 문제가 있다 다양한 기관간. 

의 통합적 접근은 불가피하게 상호간의 정보 공유를 포함한다 같은 대상. 

자라고 할 때 서로 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통합으로 인한 

효과적 접근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공유에는 .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와 이에 따른 절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어떻게 . 

해결하느냐가 효과적인 통합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공유와 연관되어 기술적인 문제 또한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데이터 처리와 공유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비용을 . 

절감하거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과도한 비용을 발생

시키기도 하고 오히려 업무의 복잡성을 높일 수도 있다. 

그동안 이렇게 영국의 전달체계 통합의 시도 속에서 공통되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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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들이 현재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 전달체계 통합이 이루어지는 사례 지역을 방문 조사하였다 앞서 살. 

펴본 가지 통합 영역 중에서 우리나라 복지행정에 보다 많은 시사점을 4

줄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서비스와 보건의료 및 사회적 돌봄 통합 사례를 ·

선정하였고 지리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런던과 지방으로 구분하였, 

다 그 결과 북요크셔 지방의회 에. (North Yorkshire County Council)

서 현 정부의 통합적 가족개입서비스인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

과 힐링던 런던 자치구(Troubled Family Programme) (London 

의 보건의료 및 사회적 돌봄 통합사례로서 정Borough of Hillingdon)

신보건 서비스를 방문 조사하였다 방문 조사는 관련 자료 수집 등을 통. 

해서 각 사업과 사업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한 후 직접 방문하여 시1

간 분 가량의 인터뷰를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요 절30 , 

차 운영 조직 서비스 통합 및 협력 노력 및 쟁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 , 

였다 인터뷰 일시와 장소 인터뷰 대상자는 표 와 같다. , [ 1] .

방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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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국 복지행정 현장 사례조사 개요 



그러면 현장 조사 결과를 앞서 살펴본 전달체계 통합에서의 각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 북요크셔의 사례   2. –

서비스 개요1) 

년부터 캐머런 정부에서 시행된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은 앞서 2012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 및 반사회적행동 학교에서 소외된 아동 청소년, · , 

실업급여를 받는 성인 등의 문제가 있는 가족을 의무적 대상으로 한 가족 

개입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는 각 가족당 최대 천 파운드의 . 4

예산을 배정하고 시행 첫해 이 중 를 사전 지급 나머지 는 성과80% , 20%

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시행 년 동안 사전 지급 비율은 까지 3 40%

줄이고 대신 성과에 따른 지급율을 까지 늘리도록 설계되었다60% (CLG, 

2012). 

북요크셔의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처

음 시행한 년 월부터 시작되었다 북요크셔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2012 4 .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가족개입팀(family intervention 

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적 청소년 서비스team) (Targeted Youth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통Service), (education social work service), 

합 서비스 부모 지원 상담사 (integrated service parent support ad-

등과 같은 기존 서비스에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 프visor) . 

로그램을 시행하여 년간 진행한 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라 3 2016

년 월부터 진행된 단계에서는 기존 서비스들을 폐지하고 아동 및 가족 4 2

서비스 의 예방 서비스(Children and Family’s service) (prevention 

로 통합하였다 예방 서비스는 문제를 경험하는 가족들이 가정폭service) . 



제 장 해외 사례 분석 영국의 공공 복지 전달체계 6 : 5

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아동 사회적 돌봄으로 들어가 아동 보호조치를 

받는 등 보다 문제가 심각하게 발전하기 전에 조기 지원을 통해 악화되는 

상황에서 회복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turn around) .

문제경험가족이라는 부정적인 이름을 바꾸어서 더 견고한 가족 개발‘
로 시작한 이 서비스는 먼저 경찰 교(developing stronger families)’ , 

육 고용 데이터의 매칭 과정으로 통하여 학교의 장기결석 범죄연루 장, , , 

기실업 등 일정한 기준에 들어오는 가족들의 목록을 산출하여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이 목록을 다기관 회의 을 . (multi agency meeting)

통하여 어디에서 기존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동으로 방문을 

하거나 전혀 개입이 없었던 가족은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 

단계에서는 가족을 선별하여 시작하였고 단계에서는 가족1 845 , 2 2,835

으로 시작하여 연간 천여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2 .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대상은 표 와 같다[ 2] .현재에도 대부분 아동센

� 아동 사회적 돌봄 에 들어갈 위험에 있는 사람(Children’s Social Care)
�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결석하는 아동 및 청소년
�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욕구 사람(special educational needs) 
�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개입된 사람
� 감정이나 정신보건 문제가 있는 아동 청소년이나 그들의 성인 보호자, 
� 일련의 신체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 가정학대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가족
� 알콜이나 약물 남영 문제가 있거나 이러한 문제를 가진 성인이나 보호자와 함께 사는 
아동 및 청소년

� 방임을 경험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 가족 구성원의 사망 이별 이혼 등에 영향을 받는 아동이나 청소년, , 
� 빈곤이나 홈리스 장기 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 
� 임신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십대
� 미성년 보호자(young carers)
� 망명신청자나 난민
� 학생의뢰기구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Pupil Referral Unit, )
� 니트 청소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낮은 회복력을 보이는 사람
� 부모 능력이 제한적인 가족

표 [ 2 예방 서비스 주요 대상 ] (Children and Young People’s Service, 2015)



터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뢰가 들(Children’s Centre) 

어오고 있고 정도는 직접 자기 의뢰 해서 들어오는 , 10% (self-referral)

경우라고 한다 이러한 의뢰과정도 북요크셔는 통합적으로 접근하(NY1). 

였다 모든 의뢰를 접수하는 단일정문 을 설치하고 의. (single front door)

뢰 양식을 통일하였다 의뢰가 들어오면 우선 자문팀 이 . (advisor team)

검토를 하여 정보제공이나 조언으로도 충분한 사례를 먼저 선별한다 추. 

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례는 그다음 명의 전일제 인력으로 구성8

된 다기관 심사팀 에서 검토를 한다 경(multi agency screening team) . 

찰 보건의료 사회적 돌봄 예방 서비스 등이 함께 있는 이 팀에서는 각 , , , 

사례를 어느 서비스로 배정할지를 결정한다 위험정도가 클 경우 사회복. 

지사에 의한 법적 의무 대응 으로 배정이 되고 예(statutory response) , 

방의 필요가 있을 경우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으로 배정되며 그 보다 더 , 

낮은 수준의 욕구인 경우에는 자원봉사기관으로 배정될 수 있다 매달 . 2

천여 건 정도의 의뢰가 들어오면 많은 수는 정보제공이나 조언으로 종결

되고 서비스에 배정되는 의뢰 건수는 건 수준이다 의뢰가 들, 500~600 . 

어오면 심사는 시간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하며 일 이내에 서비스가 배24 5

정되고 일 이내에 가족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일 안에 사정이 3 . 20

완료되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서비스에는 전일제 기준. 

으로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사(Full Time Equivalent, FTE) 284

례 담당자 는 명 규모이고 한 사례 담당자 당 평균적(case worker) 120 , 

으로 동시에 가족을 담당한다 사례 당 개입기간은 다양할 수 있으나 14 . 

일반적으로 개월에서 개월 정도이다6 9 . 

이 서비스 조직은 개의 지역팀으로 구분되어 있다 중앙 동 서권역12 . , , 

으로 구분된 이 지역팀에는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간호사(5 to 19 health 

만 세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전문인력도 함께 배치되practitioner,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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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년 월부터는 방문 간호사 만 세에서 , 2016 10 (health visitor, 0 4

세까지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전문인력도 결합을 할 예정이고 정신보건 ) , 

복지사 도 결합될 계획이다(mental health worker) .

이러한 북요크셔의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우수 사례에 선정이 되어 아

동서비스에 있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개의 지방정부 중 하나로 선정9

되어 실천하는 파트너 에 참여하여 상당한 투자를 (Partner in Practice)

받아 다른 지방정부에 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집단간 이해와 협력2) 

전문집단간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

으로 서비스를 통합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어려

원 과제였고 또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였다 먼저 기존의 다양, . 

한 조기 지원 서비스들을 하나의 서비스를 통합시키면서 다(early help) 

양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직무를 통합시키는 것이 과제였으며 또한 경, 

찰이나 고용 등 기존에 협력관계가 많지 않았던 새로운 기관과 협력 관계

를 구축하는 것 역시 큰 과제였다.

사업 단계를 시적하면서 북요크셔의 청소년 서비스나 교육 사회복지2 , 

부모 상담 등을 통합하고 모든 인력은 전문분야와 관계없이 일반 직무

로 변경하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욕구를 다루(generic job description) . 

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에서는 자격증을 획득한 복지사도 있고 그렇지 , 

않은 종사자도 있었는데 많은 경우에는 청소년 복지나 아동 복지 부모 , 

상담과 같은 분야의 학위나 경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통합과 . 

더불어 전가족 모델 을 도입하면서 가족 내에 있(whole family model)

는 모든 구성원과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을 없애

고 모두 일반 직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일반 직무로의 전환은 많은 . 



구성원들이 당혹스럽게 받아들였고 초기에 쉽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 

다 하지만 사례 담당자 들이 경험이 축적되고 전체 (NY1). (case worker)

가족을 실사하고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사정 이 개선되는 것(assessment)

을 경험하면서 더욱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NY2).

또한 이러한 통합은 집중적인 훈련을 병행한 것이었다 북요크셔는 새. 

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규모있는 인력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였

다 회복적 실천 와 해결중심접근. (restorative practice) (solution fo-

을 기초로 하여 가족 치료적 위기 개입cused approach) (Therapeutic 

동기화 인터뷰Crisis Intervention for Families, TCIF), 

등과 같은 기술적 훈련들과 함께 가정학(motivational interviewing) 

대 아동착취 급진화 예방(domestic abuse), (child exploitation), 

테러리즘 등의 영향을 예방 등의 문제에 (preventing radicalisation, )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들을 받는다 이러한 기술적 훈련들을 강화하. 

여 공동의 실천 기반들을 구축한 것이다.

또한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방정부 외부의 경찰과 고용기

관인 잡센터플러스와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경찰은 물론이고 이 프. 

로그램 이전에 협력한 경험이 없었고 잡센터플러스도 지방정부가 아닌 , 

중앙정부의 연금노동부 산하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기관으로 기존에 지방정부와 연계된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을 통해서 협력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결

국 같은 문제 에 대해서 일하고 있음을 공감하게 되었다(same agenda)

고 말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경우에는 일련의 인식제고나 이해증(NY1). 

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전환을 진행하였다고 한

다 그래서 현재에는 대상 가정을 함께 방문하기도 하고 청소년프(NY1). , 

로그램 등에 경찰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경찰도 대상 가정이 연루된 , 



제 장 해외 사례 분석 영국의 공공 복지 전달체계 6 : 9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 데이터에도 표시가 되어 담당 복지사(key 

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적 조치가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논의worker)

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 경찰부서장(NY2). (Assistant 

이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 전략운영그룹Chief Constable) (Strategic 

에 참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이렇듯 운영과 일선Steering Group) (NY3). 

에서 모두 긴밀한 협력관계와 구조를 만든 것이다 잡센터플러스의 경우. 

에도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 담당자가 있고 잡센터플러스의 관리직이 , 

이 프로그램의 관리팀 에 결합되어 있다 또한 각 (management team) . 

지역별팀과도 연결되어 있는 일선 담당자가 있어 상시적 협력을 하고 있

다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이 서로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학대로 

인한 아동의 죽음을 계기로 최근 년에서 년간 일어난 큰 변화라고 15 20

이야기 하고 있다 년 빅토리아 클림비(NY1). 2000 (Victoria Climbie) 

사망 사건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죽음이 관계 

기관간에 협력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였다는 진단이 이루어지면서 기관

간 협력이 촉진되었다 또한 이러한 계기 뿐 아니라 협력을 통하여 보다 . 

효과적인 성과를 경험하게 되면서 또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NY1).

그리고 북요크셔에서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

하는데에는 초기에 데이터 매칭을 통해서 함께 이들 가족들에 대해서 논

의를 하는 과정도 도움이 되었다 한 테이블에 앉아서 데이터 매칭으로 . 

선별된 가족들을 놓고 어느 기관에서 관여하고 있는지를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파트너십이 개발될 수 있었고 그. 

래서 새로운 서비스에서 협력하는 것이 더 용의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과정 자체가 협력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변화이기(NY2). 



도 하였다 서로 다른 전문집단 간의 협력과정에서 정보의 공유와 (NY1). 

소통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

운영의 문제3) 

운영에 있어서 북요크셔에서는 목표의 공유 운영구조 리더십 등의 , ,  

쟁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 내부의 전문집단간 . 

통합을 포함했기 때문에 인력개발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먼저 . 

목표의 경우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 자체가 학교 출석 반사회적 행동, , 

실업 등 교육 치안 고용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면서도 측정 가능한 분, , 

명한 목표와 지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 2

자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북요크셔에서 설정한 기준은 표 , [ 3]

과 같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범법률 및 반사회적 행동의 감소 학교 . , 

출석 개선 취업 및 훈련 프로그램 참가 응급 입원 감축과 같이 아동보호, , 

나 가정학대와 같이 기존의 아동 가족 서비스가 다루는 문제 이외에 이러·

한 가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문제를 프로그램의 목표와 성과로 설정하

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서로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공동 소유

권 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타 기관에 가(joint ownership) (NY1). , 

서 무엇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보다는 그 기관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도

록 도울 수 있는데 그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는가라고 요

청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자기 기관을 위해 상대 기관의 협력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니라 상대 기관과 공유하고 있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자기 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

대 기관의 협력 역시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문제경험가족 프로그. 

램의 경우 경찰의 범법행위 감소와 학교의 교육 성과 증진이나 보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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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문제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성과 측정

부모나 아동이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에 연루1. 

아동이 지난 개월 동안 계도 경고 주12 , , 
의 유죄 등을 포함한 범법행위 연루, 

지난 개월간 가족의 미성년자 범법률 최6
소 감소 33% 

어른이나 아동이 개월 이내 반사회적행12
동에 연루

지난 개월간 가족의 반사회적행동이 6 60% 
감소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아동2. 

아동이
� 학기 연속 이상 지속적으로 결석2 10% 
하거나

� 지난 학기 연속으로 학기 이상 정학2 2
을 당하거나

�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 초등학교에서 연속 학기 이상 일 이2 3
상의 정학을 당하거나

� 모든 연령에서 학기 연속으로 일 이2 6
상 정학을 당하거나

� 행동 문제로 인해 대안교육을 받거나
� 홈스쿨링을 포함하여 학교에 등록되어 
있거나 대안교육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또는 위에 상응하는 학교 출석 문제가 있어
서 적합한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
고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되는 아동

평균 연속 학기 동안 모든 취학 연령의 아3
동이 미만의 승인되지 않은 결석10% 
모든 취학 연령의 아동이 지난 학기 동안 3
학기 이하의 정학3

도움이 필요한 아동3. 

조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요보
호 아동법정 기준( )

아동 또는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이 요보호
아동 아동팀(Children in Need, CiN), 

아동(Team Around the Child), TAC), 
보호 에서 규정한 (Child Protection, CP)
행동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단계 완화가 
허용됨

실업 상태의 성인이나 무직의 위험이 있는 청소년4. 

실업으로 인한 급여를 수급하거나 고용 관
련 조건으로 포괄급여(Universal Credit)
을 신청한 성인

모든 관련된 가족의 성인들이
� 적절한 직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
나

� 적절한 훈련 직업 경험 자격증 자원, , , 
봉사 등에 최소 주 이상 참여8

� 개월 동안 교육 참여6

니트 상태에 있거나 니트의 위험이 (NEET) 청소년이 니트로 등록되지 않거나 효과적

표 [ 3 더 견고한 가족 개발 서비스의 가족 문제와 성과 기준 ] (North Yorkshire 

County Council, 2015)



료의 건강 증진의 성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

가족 모델의 접근을 이 기관들에게 제안을 하고 이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아동트러스트 가 있었던 (Children’s Trust)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있다 아동 트러스트는 도차원의 기(NY3). 

구로서 경찰 소방서 보호관찰 사회적 돌봄 자원봉사단체 등이 모두 운, , , , 

영기구에 참여하여 정보공유 등에 사항을 결정하고 합동 전략 목표(joint 

등을 설정하여 공개한 바 있다 이를 공공계획으로 strategic objective) . 

수립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참여 기관들이 시행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NY1).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관계를 가지고 공동의 전략 목표를 합의

하고 추진해왔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존의 파트너십보다 강화된 협

력을 필요로 하였고 이 것은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고 , 

있었다 아동 트러스트의 경우 일선까지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에 한계가 . 

있는 청소년

인 지원 프로램에 참여하여 니트 감축 파트
너십 과 능(NEET reduction partnership)
동적 참여 서비스(Active Engagement 

의 목표를 학기 이상 달성Service) 2

가정학대에 영향을 받은 가족5. 

가구의 성인이나 아동이 가정 학대를 경험
했거나 당한 경우 경찰 보고 또는 의뢰–

최소 개월간 가구내에서 학대 미발생복지6 (
사의 사정과 경찰 확인)

일련의 건강 문제가 있는 부모와 아동6. 

정신보건이나 신체건강 또는 약물남용의 , , 
문제가 있는 부모와 아동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지역의원 에 등(GP)
록되고,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치과의사에 등록되
고,
가족 내에 관련 문제로 인한 응급 입원이 3
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음자해 약물남용( , , 
정신보건 세 미만 아동의 부상 관리되, 15 , 
지 않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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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이 진전을 이루었다고 , 

한다 이렇게 협력관계를 긴밀화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은 핵심적인 (NY1).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관이나 전문집단간의 문화적 차이 같은 것도 .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리더십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조차 없었다

는 것이다 특히 이 사례의 경우 경찰부서장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NY1). 

하고 있었다 운영그룹에서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서 자신들도 정보를 공. 

유했으니 모두 공유하자고 독려하는 등 다른 기관이 함께 참여하도록 촉

진을 했고 그 것이 서로 성공적인 협력을 이끌어낸 큰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북요크셔는 다른 영국의 지방정부들보다 훨

씬 나은 조건에 있었다 년부터 영국의 지방정부는 대대적인 재정감. 2010

축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재정적으로 북요크셔는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이미 상당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재정감축의 의한 영향을 완화시

킬 수 있었고 심지어 초기 투자도 가능했다 적립금을 사용하여 북요크셔. 

는 투자 절감 프로그램 을 시행하였는데 전(investor save programme)

달체계나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장기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제시하면 그 

사업을 선정하여 투자를 하는 입찰형 프로그램이었다 여기에 아동 및 가. 

족 서비스팀은 아동보호나 사법처리 위험이 매우 높은 복잡한 사례에 대

해서 주 일 시간 모델로 사례 담당자 당 최대 가족을 집중적으로 개7 24 5

입하는 다중 체계적 치료 를 통해 많은 비용이 (multi systemic therapy)

들어가는 아동보호를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이 선정

되어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의 경우 초기 사전 지급 예산만 사용하고 

그 향후에 주어지는 결과에 대한 포상 예산은 적립할 수 있었다 또한 파. 

트너십을 통하여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고 접근 방식을 가족, 



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보다는 가족과 같이 일하여 역량을 강화시키는 

변경시켜 인력이나 자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

고 있다 실제로 새로운 서비스로 인하여 백만파운드를 절감을 했(NY2). 3

고 대상 가족은 늘릴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15% (NY1).

정보 공유 및 기술적 문제4) 

정보 공유는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의 핵심 중의 하나였다 단(NY1). 1

계 사업을 시작할 때 청소년 범죄 기록 등 경찰 데이터 학교의 출석 기록, , 

잡센터플러스의 고용 데이터를 매칭하여 대상 가족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선별된 사례의 정도는 이미 개입하는 사례였. 60% 

지만 일부 가족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찾아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 있었다 이러한 데이터 매칭이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내는 (NY1). 

것에 매우 유용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같이 . 

각 기관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상 가족들을 함께 선별하고 논의했던 과

정은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달에 한번 경찰 학교 고용 등과 관련 데이, , 

터 세트를 교환하고 가구별로 매칭해서 대상 가정의 성과를 확인하면서 

학교 출석 징계 반사회적 행동 등의 성과를 확인한다 이렇게 데이터로 , , .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복지실천에서 성공적인 개입사례 만’ ’

을 가지고 성과를 이야기했던 것에 비하여 사례와 함께 데이터를 통해 성

과를 입증함으로서 보다 완전하게 개입의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북요크셔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NY1). 

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문제경험가족의 특성을 이용하여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다 이른 단계에 욕구를 먼저 찾아내고 보다 조기에 개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보다 이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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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을 통해서 더 심각하거나 만성적인 문제에 빠지는 것을 더 조기에 예

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를 통해 문제경험가족으로 (NY1). 2

개월 이상 잡히는데 의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먼저 방문을 하는 접근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정보 공유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의료관. 

련 정보의 경우 익명성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에 가장 어려움

을 겪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 과정에서 초기에 관계 기관과. 

의 공유 연구 중앙정부 등과 함께 정보 공유를 동의하는 포괄적인 절차, , 

를 도입하여 개별적인 정보의 경우 이 동의를 통해 보건의료 정보도 문제

없이 공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의료 데이터의 경우 대(NY1). 

상선별을 위해 데이터 매칭에 사용하거나 성과확인을 위해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받는 것은 안되고 있다.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 통합 힐링던 런던자치구 사례   3. –

서비스 개요1) 

영국은 사회적 돌봄에 있어 개인예산제 을 강화하(Personal Budget)

는 등 개인화 개혁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 것(personalisation) 

이 사람 중심 돌봄 으로 이어지고 있다 돌봄이 공(person centred care) . 

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를 중심으로 그 당사

자의 통제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및 지역사회. NHS 

돌봄법 만성질환 및 장애법(NHS and Community Care Act), 

등 돌봄 관련 법안을 모두 하나(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Act) 

로 통합한 돌봄법(Care Act)이 시행되어 사람 중심 돌봄은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에 있어 중심 기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힐링던의 정신보. 



건 서비스 역시 대상자에 대한 사정에 의해서 욕구가 진단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배정되고 진단된 욕구에 대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지

에 대해서는 대상자와 논의를 해서 결정하게 된다 조사 사례인 힐링던 . 

런던자치구의 정신보건 서비스의 경우에도 신체 장애와 달리 예산을 표

준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힐링던의 정신보건 서비스는 이 지역을 포괄하는 트러스트인 런NHS 

던 중북서 재단 트러스트의 건물 내에 지방정부의 인력과 인NHS NHS 

력이 공동으로 정신보건팀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 

터 의뢰 역시 보건의료나 사회적 돌봄으로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보

건 문제의 사례로서 의뢰를 받으면 사정 결과에 따라 정신과 의사 지역, 

사회 정신과 간호사 병원 외래 치료(community psychiatric nurse), , 

시설보호 직장복귀 지원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 패키지, , 

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패키지는 한사람의 돌봄 조정자. 

가 이러한 계획을 조정하고 매 개월에서 개월마(care coordinator) 6 12

다 모든 관계자가 모여서 돌봄 계획을 재검토하고 개별 서비스들의 유효

성 서비스 변경 또는 지속여부 종결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한다, , (LH1). 

이러한 돌봄 조정자는 보건의료나 지방정부 인력 또는 지역의원의 일반

의 가 담당한다 개입기간은 정신보건서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GP) . 

편인데 보통 년이 넘어가면 집중적인 검토를 하게 된다2 (LH2).

정신보건팀에는 힐링던 지방정부에서 명 트러스트 인력 명이 배30 , 60

치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명의 관리자 여명의 사회복지사와 여, 1~2 , 10 10

명의 간호사 명의 의사 작업 치료사 등 , 1~2 , (occupational therapist) 

명 단위의 팀으로 구성되어 건 정도의 사례를 진행하고 2~30 4~500

건의 새로운 의뢰를 매주 담당한다고 한다 트러스트 차원에10~20 (L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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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든 의뢰는 단일 접근지점 를 통하여 접수를 하(single point access)

여 필요한 경우 긴급대응을 하거나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거나 하고 지, , 

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팀으로 배정을 해서 통합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집단간 이해와 협력2) 

기존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일반팀 에 소속되어 모든 것(generic team)

을 했지만 지난 년여 동안 전문가주의 가 발달하여 지20~25 (specialism)

금은 노인팀 정신보건 발당장애 신체장애 등으로 분리되었다 또, , , (LH1). 

한 이전에는 정신보건 분야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작업치료사나 한 

명이 한 사람의 돌봄을 책임졌었지만 점점 더 간호사는 의료적 증상이나 

치료 약물관리 등을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돌봄과 가족이나 지역공동체, , 

와 관련된 문제를 보다 자기 전문성에 따라 문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화

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서. 

는 전문집단간의 이해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사실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전문 분야

간 갈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보건의료는 대상자를 환자. 

로 인식하고 문제를 질병으로 인식하여 전문가에 의해서 치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돌봄이나 사회복지실천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강점에 기반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전문가

와 사회복지사 사이에 서비스에 대한 관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 보건의료분야가 사회적 돌봄보(LH1). 

다 더 지배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갈등으로 발전하는 경

향이 있었다 보건의료 쪽에서는 사람 중심의 접근과 같은 것이 근거나 .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보건의료적인 치료나 목표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돌봄 분야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 지방정부 인력을 에 배치했다가 , NHS

보건의료쪽이 너무 지배적이라는 이유로 다시 인력을 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LH1).

그래서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의 통합을 위해서는 각자의 전문성에“

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각자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각 , , 

참여자가 이 파트너십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는 것이고 그 것을 어떻게 , 

측정할 것인지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 (LH2). 

파트너십을 통해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에도 

각자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구. 

축해야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더 많은 권력 을 갖지 (power)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통합을 진행할 당시 같이 한 (LH1). 

방에 모여서 통합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 에 대한 논“ ”

의부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가 (LH1). 

이야기 되면 그 다음 그 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 

가 그 성과를 어떻게 모니터할 것인가 등 다른 부분이 이를 중심으로 자, 

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강조되고 있는 사람 중심. 

의 돌봄을 서로가 잘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을 할 수 있다면 어차피 보건

의료와 사회적 돌봄의 지원이 구분되지 않고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LH1).

전문집단간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게 작용

하고 있다 년 법 조에서는 지방정부와 . 2006 NHS (NHS Act 2006) 75

인력이 서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돌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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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법에서는 인력이 사회적 돌봄에 대한 사정을 하거나 지방정부 인NHS 

력이 보건의료적 치료에 대한 사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LH1). 

이를 통해 각자의 업무를 각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공동의 업

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정신보건팀에서는 서로 전문성을 나누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각자

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많은 경우 의뢰에 대(LH1). 

해서 한 사람이 사정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 , 

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 안에서 사정에 대해 논, 

의를 거침으로서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 서로 배우게 된다고 설명한다 전체 팀이 사례를 검토하는 경우 검토. 

를 하고자 하는 복잡한 사례에 대해  분 이내에 사례에 대한 쟁점을 발표2

하고 질문이나 조언을 받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또한 (LH2). 

의뢰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위해서 선임급 에서 보다 자주 (senior level)

정기적으로 만나서 많은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사례를 배분한다는 

것이다(LH2).

운영의 문제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의 통합적 접근에서 가

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서로 다른 재정 방식이다 보건의료는 . NHS

는 중앙 중심의 국민 무상의료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되는 반면 사회적 돌

봄은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면서 자산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대상자에 대해서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이 통합적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재정방식의 차이 때문에 비용산정을 위해서 

어디까지가 의 서비스이고 어디까지가 지방정부의 서비스인지 다시 NHS , 

따져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보건 서비스의 경우에는 . 



별도의 법적 의무를 통하여 이러한 재정방식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정신보건법 에서 규정한 . (Mental Health Act) 117

조 의 의무가 그 것이다 지방정부는 정신보건문제를 가진 (Section 117) . 

사람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반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치료가 개월 이상 장기간을 요할 경우 지방정부가 사후 돌봄6 (after 

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care)

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신보건 서비스 대상자들은 치료를 받기를 거부하. 

고 비용을 지불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조의 의무가 적용117

이 되어서 와 마찬가지로 결국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 때NHS

문에 재정방식의 차이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LH2).

하지만 그렇다고 재정방식 차이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재 의 예산은 각 지역의 임상위탁그룹NHS (Clinical Commissioning 

으로 내려오고 이 그룹에서 병원 지역사회 보건사업 등에 Group, CCG) , 

예산을 배분한다 반면 사회적 돌봄의 경우 예산은 지방정부에서 편성을 . 

하고 이 지방정부의 사회적 돌봄과 함께 도로 주택 교육 등에 예산을 배, , 

정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재정방식 사이에서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이 . 

통합적으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복잡한 문제라는 것이

다 따라서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일선 종사자들에게만 요구할 (LH1).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부터 재정부문을 포함한 모든 과정과 모든 단

계에서 통해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LH1).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

서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더 나은 돌봄 기금(Better Care Fund, 

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 기금은 지방정부와 의 임상위탁BCF) (LH2). NHS

그룹이 공유 예산 을 만들고 공동의 우선순위에 따른 (pooled budget) , 

사업을 계획하여 보건부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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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기금 사업 중 하나가 통합 돌봄 프로젝트. (integrated care proj-

이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 담당자들이 모여서 통합적인 ect)

서비스 목록 를 만드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service directory)

두 조직이 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

다 힐링던에서는 세 이상의 노인에게 응급버튼 등의 설비를 무(LH2). 70

상으로 제공하여 낙상과 같은 긴급한 욕구가 있을 때 지방정부와 보건의

료가 공동으로 구성된 위기긴급대응팀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공동 사업을 이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었다(LH2).

정보 공유 및 기술적 문제4) 

현재 정신보건서비스에서는 런던 중북서의 시스템에서 보건의료 NHS 

뿐만 아니라 주거나 고용 등과 같은 모든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욕구 실사에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재정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 

문에 개인예산제를 실시해왔던 지방정부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대상자마다 실사된 욕구에 대해서 배정되는 예산을 산출하고 있다 알고. 

리즘을 통하여 욕구를 점수화하여 표준 예산 을 산출(indicative budget)

하는 것이다 정보 공유를 위해서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 사이에 이에 . 

대한 합의를 하고 파트너십 협정 에 포함시(partnership arrangement)

켰으며 사정 절차를 통해서 당사자와 어느 범위까지 정보 공유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한다 또한 트러스트에서 함께 근무하는 지방정(LH1). 

부 정신보건 인력 역시도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서 시스템 외부로 나NHS 

가지 않고 정보 공유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LH2).

이렇게 와 사회적 돌봄의 시스템을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NHS

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욕구 사정에 대해서는 의 시. NHS



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배정 뿐 아니라 보고를 위해서도 지방

정부의 시스템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 것을 하나의 시

스템으로 통합할 수만 있다면 일의 절반은 줄어들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

다(LH2).

논의 및 소결  4. 

지금까지 영국에서 복지 행정에 있어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는 두 현장 

사례를 살펴보았다 각 사례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 

있으며 이전 영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쟁점이 되었던 전문집단간의 이해

와 협력을 비롯하여 목표 운영구조 리더십 인력개발 등과 같은 운영의 , , , , 

문제 그리고 정보 공유 및 기술적 문제 등을 중심으로 각 사례에서 어떻, 

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통. 

합적 접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었다 종합해 본다면 이는 제도적 장벽 제거 목표 공유 . , 

및 파트너십 구축 정보 공유 및 기술적 지원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제도적 장벽 제거1)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통합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다 문제경험가족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지. 

방정부와 학교 경찰 잡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문제경험가족을 중심으, , , 

로 협력적 접근을 하도록 하는 정책 프로그램이었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 

이들간의 협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의 통합. 

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이루어져 온 사회적 돌봄의 개인화 개혁과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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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융합시기키 위한 통합 법안인 돌봄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한 사람 

중심 돌봄을 도입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 두 영역간의 통합적 접근을 강화

시킨 기본 조건이 되었다.

그 다음 통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인력이나 조직 재정 등의 장벽, 

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서로 다른 영역의 통합이 두드러졌던 보. 

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두 영역의 통합적 . 

접근을 위해서 법적으로 각 조직의 인력이 서로 상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도적 장벽을 제

거하였다 북요크셔의 아동 및 가족 서비스에서 지역별 팀을 구성하고 여. 

기에 사회복지 인력 뿐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까지 결합하고 있는

데 이 것은 년 보건의료 및 사회적 돌봄법2012 (2012 Health and 

에서 공공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전시켰기Social Care Act)

에 쉽게 추진할 수 있었던 일이다.

재정에 관한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힐링던 사례에서는 . 

정신보건서비스가 보건의료처럼 지방정부 의무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재정적 장벽이 완화될 수 있었으며 또한 더 나은 돌봄 

기금 과 같이 지방정부와 보건의료가 아예 공유 예산을 만들어서 사(BCF)

업을 하도록 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 역. 

시 중앙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가족 당 사전 지급 예산을 배정

하여 별도의 시행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북요크셔의 경우 별

도도의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를 하여 변화

를 촉진시키고 있었다 즉 재정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 뿐 아니라 일정 수. , 

준의 투자를 통하여 통합적 접근을 독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목표 공유 및 파트너십 구축2) 



다양한 전문 집단과 서로 다른 기관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공유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 설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경험가족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범죄 감축 교육 성과 개선, , 

고용 증진 건강 증진과 같이 경찰 학교 잡센터 보건의료 기관이 공유, , , , 

할 수 있는 목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설계되었으며 데이터를 통해 명

확하게 성과를 축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 

목표의 근거에는 이들 문제들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대응될 

때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가족 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었

다 이렇게 공유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지표 이론적 기반이 협력의 전. , 

제가 된 것이다.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의 통합에서도 사람 중심 돌봄 이 그 이론적 ‘ ’

기반이 되었다 그 당사자의 욕구를 고려하면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 

구분짓는 것이 무의미하고 더욱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이들의 통합

적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분명한 목표 설정. 

과 공유 그리고 측정이 강조되고 있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통합적인 접, . 

근이 무너질 수 있음을 또한 경고하고 있다 서로가 성과를 확인하지 못. 

한다면 더 이상 통합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다시 결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다음 이와 같은 목표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전문집단과 조직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목. 

표를 공유하면서 이의 성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심이

었다 다양한 전문집단이 공동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각 사례. 

를 중심으로 정보교류와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사업의 추진과 함께 관계

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통합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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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통합하고 다전문가 팀이 공동으로 심사를 하여 배정을 하고 공동

으로 사정을 하거나 각자 사정을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상호 점검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배우면서 파트너십. 

이 강화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정보 공유 및 기술적 지원3) 

정보 공유는 통합적 접근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 하나였다 문제경험가. 

족 프로그램의 중심에서는 경찰 학교 고용 데이터의 공유가 있었고 이, , , 

를 통해서 초기 대상가족을 선별했을 뿐만 아니라 매달 정기적인 공유를 

통해서 가족들을 모니터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있었다 힐링던의 사례에. 

서도 시스템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NHS 

었다 정보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대부분 의뢰나 실사의 과. 

정에서부터 절차적 동의과정을 거침으로써 해결하고 있었지만 모다 민감

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경우에는 대량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한계가 여

전히 있었다.

보다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었

다 북요크셔의 경우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 

함을 언급하였고 힐링던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적 통합이 미비함으로 , 

인해서 겪는 업무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어떻게 효과적인 시스. 

템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통합적 업무의 효과성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

우리나라에의 함의4) 

영국의 복지 전달체계의 통합 경험은 년대 말부터 꾸준한 시도가 1990

있어왔고 여전한 한계도 존재하지만 상당한 진전과 성과를 보이고 있다



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현장 사례 . 

분석을 통해서 제시될 수 있는 함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첫째 효과적이 전달체계 통합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책적 설계가 ,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달체계 통합시도는 조직개편. , 

협의체 조직과 같은 부분적 시도에 그쳐왔지만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

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일선까지 기관간의 협력적 운영구조와 성과체계 , 

개편 협력적 사업을 위한 제도 개편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그러한 종합적인 고려가 없이 단순히 일선에만 협력을 요구하. 

거나 부분적인 조직 개편에 그친다면 사업이나 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이 

일어나기 보다는 표면적인 통합에 그쳐 궁극적인 통합적 효과를 보지 못

하는 결과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둘째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동, . 

안의 통합은 막연히 통합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제만을 가진 경우

가 많았다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 보다는 통합적인 서비스가 더 나. 

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그만큼 조직적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나 성과를 보지 못

한다면 이를 동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어떤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어떤 상황. 

이었는데 통합을 통해서 어떤 개선과 그로 인한 어떤 성과를 거두고자 하

는 것인지 정책 설계에서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고 이에 대한 성과 관리 

역시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앞선 사례 연구에서 보여지. 

듯이 전가족 모델이나 사람 중심 돌봄과 같이 통합적 접근을 통해 더 효

과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이론적 모델과 이에 근거한 설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 대한 규정이 막연할수록 그 성과 역시 막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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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욕구와 성과 진단을 위한 정보 공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 . 2010

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도입하여 상당한 수준의 데이터 통합을 이루어

냈지만 그 중심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심사에 있었기 때문에 수급자

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 

가족관계나 재산이나 자산관련 국외출입국 정보 등 수급자격과 관련된 , 

정보는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었지만 정작 사회적 돌봄 아동 보호 교, , 

육 등의 욕구에 대한 정보는 거의 통합되지 않았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 .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는 입

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전혀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보니 입력하고 관

리할 이유가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없었고 따라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뿐 아니라 위기 예방 효. , 

과적인 개입과 서비스를 위한 정보 공유를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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