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절 사회서비스 정책 국제비교를 위한 분석틀1

서론1. 

사회서비스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점점 더 중

심적인 정책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 

산율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이혼의 증가로 인한 한 부모 가정의 증가, , , 

맞벌이가구의 증가 등으로 돌봄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김영미 이 중 무엇보다도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 , 2009). 

증가와 그에 반하여 줄어들고 있는 가족의 돌봄은 노인 돌봄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는 않다.

에서는 돌봄 비용에 대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OECD(2011)

이라고 네가지 이유를 들어 전망하고 있다 첫째 나라 마다 인구 고령화. 

의 속도는 다르더라도 인구의 변화는 어쨌든 향후 노인 돌봄에 대한 요구

를 모든 사회에서 증가할 것이며 둘째 가족 규모의 감소 거주 형태의 , , , 

변화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 등은 가족의 돌봄을 감소시킬 것이며 제도적 , 

돌봄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셋째 사회의 부가 늘어남. , 

에 따라 사람들은 더 나은 질의 요구에 맞는 사회적 돌봄을 원할 것이고, , 

보다 이용자 중심적이고 협력적인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다 넷째 기술적 . , 

변화는 집에서의 돌봄 가능성을 강화시키지만 다른 방식의 접근을 요구

할 것이고 이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를 증가시켜 비용을 상승, 

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것인가는 미래의 정책적 핵심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에 대응하는 돌봄의 비용은 궁극적으(OECD, 2011). 

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Simonazzi, 2009). 

원을 노인의 돌봄에 투여할 의도가 있는가 돌봄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 

나눌 것인가에 의하여 돌봄 비용의 사회적 부담 정도가 결정될 것이며 

그에 따라 제도적으로 조세 사회보험 개인 기금 등의 재원을 통해 배분, ,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상대적 부담의 비율은 돌봄의 체제를 어떻게 구. 

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 된다.

기실 이러한 문제는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관심사는 아니었다 서구 . 

국가에서 세계 차 대전 이후 복지국가 황금기에서도 돌봄의 문제는 일2

반적으로 가족 내 여성이 비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영역이었지만 세기말20

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전통적으로 (Pfau-Effinger, 2005). 

배제되어 있던 여성의 참여가 시작되면서 돌봄의 영역 역시 비공식 영역

에서 공식화된 영역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최근 지난 여 . 10

년간 서구의 복지국가에서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 내었다 일부 복지축소. 

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돌봄에 관한 사회서비스

는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욕구에 비하여 대부분. 

의 국가에서는 공식적인 돌봄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돌봄의 확대와 함께 많은 개혁이 동반되고 있기도 한 것이다(Pavolini 

and Ranci, 2011).

이러한 돌봄을 정책적 범위로 따져보면 매우 광범위할 수 있다 노인에 . 

대한 돌봄에 국한시켜도 마찬가지이다 돌봄은 그 공급과 비용에 있어서 .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고 따라서 다양한 층위의 제도들이 포, 

함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에서는 관련 제도의 영역을 소득지원. EU(1999)



보건의료 노인 사회서비스(income support), (healthcare), (social 

로 크게 구분하였다 하지만 소득지원은 연금 등 services for the elderly) . 

소득보장 영역에서 그리고 보건의료는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정책에서 별

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노인 사회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노인 사회서비스 중에서 제도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일상

생활지원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란 영속. 

적인 기간 동안 일상적인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돌봄으로 일반적으로는 목욕 옷 입기 식사하기 잠자리 들고 나기 , , , 

등과 같은 일상생활 활동 에 대한 도움을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말한다 이러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도를 어떻게 구축하(OECD, 2011). 

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적 도덕적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따, , 

라 저소득층을 집중적인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대상을 포

괄할 것인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를 구매할 수 , 

있는 현금을 제공할 것인지 등이 결정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제비

교연구는 복지국가의 유형이나 사회보장체제에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있

었다 김용득김은정 조남경 특히 돌봄의 영역은 그 형태나 유형( · · , 2013). 

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며 법제도와 개념

적인 규정 비교 가능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더욱 연구에 한계가 있었던 ,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돌봄의 영역 중에서도 아동 보육(Bettio, 2004). 

에 비해 노인은 더욱 관심이 적었다(Bettio and Plantenga, 2008).

따라서 각 주요 국가의 노인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도를 비교분석하

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에 대한 고찰에 앞서서 비교를 위한 틀



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 분석틀을 도출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지원서비. 

스에 대해 김용득 외 등에서 OECD(OECD, 2005, 2011; , 2013), EU(1999) 

수행된 주요한 국제비교연구들을 참고하였다 기본적인 틀은 복지제도의 . 

분석틀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의 할당의 기반 급Gilbert & Terrell(2005) , 

여의 종류 전달체계 재정방식의 틀을 따르면서 특히 서비스 영역에서 , , 

쟁점이 되고 있는 품질관리를 더하여 개의 측면으로 구분해보았다 그5 . 

럼 각 측면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할당의 기반2. 

사회서비스에서 할당의 문제1) 

본래 할당의 문제는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주로 복지급여

에 대한 자격기준 와 복지급여의 포괄범위 등이 (entitlement) (coverage) 

관련이 있지만 사회서비스에 있어서는 이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행에 대

한 부담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금이전과 달리 사회서비스는 사람. 

이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그 부담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

냐 역시 할당의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즉 사회서비스에서의 할당이란 . , 

그 부담의 사회적 배분의 문제까지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 

면 그 배분에는 비용의 배분문제도 있지만 서비스 제공의 분담문제도 있

다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의 분담에 있어서는 그 주체를 국가 시장 지역사회 가족, , , 

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Soma, Yamashita, and Chan, 2011). 

국가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정부에 준하는 기구에서 직접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시장은 민간 중에서도 영리기관에 의해서 서, 



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역사회는 민간이지만 비영리기관에 . 

의한 경우를 말하며 가족은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를 돌봄의 다이아몬드 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care diamond)

그림 < 3>.

이러한 서비스 제공의 분담에 있어서 비용은 결국 공적 재원이냐 사적

재원이냐로 나누어질 수 있다 가령 시장에 의해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이용자나 가족이 질수도 있고 아니면 공적 

지원에 의할 수도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서 제공된다고 하더라. 

도 공적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제공은 .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공적 재원에 의해 

분담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원분담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 

것은 할당의 차원보다는 재정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당의 차원은 그 분담이 이루어지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며 가장 직접

가족 친지/

국가 시장

지역사회 비영리/

그림 < 3 돌봄의 다이아몬드 에서  > (Soma. at el., 2011: 116

변형)



적으로는 공적 제도에 대한 수급자격 기준 이 해당된다(eligibility rule) . 

하지만 수급자격 기준만을 다루는 것은 주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주로 비용 분담의 문제만 다루게 되므로 서비스의 직접적

인 제공부담까지 생각한다면 사회서비스에서는 더욱 포괄적인 논의가 필

요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결국 노인 일상생활지원이라는 서비스 영. 

역에서 할당의 문제는 그 돌봄 서비스가 국가 시장 가족 지역사회 등 , , , 

다양한 주체 간에 공급과 재원이 조직되는 방식과 관련되며 이는 돌봄 

체제 로 규정되어 논의되기도 한다 또한 (care regime) (Simonazzi, 2009). 

이는 결국 이들 주체간의 복지가 생산되고 제공되는 방식 속에 존재한다

는 측면에서 복지체제 과 연관되기도 한다 이러한 체제(welfare regime) . 

론의 틀로 사회서비스를 국가 간에 비교한다면 보다 이론적인 틀로 분석

이 가능할 것이다.

복지체제와 젠더레짐2) 

복지체제론을 이론적으로 제기하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의 복지국가 유형론의 중심에는 소득보장Esping-Andersen(1990)

제도가 있었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계층화 전략과 탈상품화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돌봄과 같은 영역은 관심의 영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 . 

그 이후 주된 비판 중의 하나가 이러한 협소한 접근의 한계였고 그에 따

라 은 새로운 연구에서 분석의 차원에 탈가족Esping-Andersen(1999)

화 을 추가하였다(defamilialization) .

새로운 복지체제론에서는 그에 따라 돌봄의 부담이 가족과 시장 국가 , 

간에 어떻게 분담되는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영미( , 2009). 

자유주의 체제와 보수주의 체제에서 돌봄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책임영역



이었지만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그 부담은 시장의 상품으로 완화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보수주의 체제에서는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돌봄. 

에 대한 가족의 부담은 국가가 보충적 역할을 하는데 그칠 뿐이었다 따. 

라서 이 두 체제에서 탈가족화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반면 사민주의 체. 

제에서는 사회서비스 역시 국가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제공되었고 그로인

한 탈가족화 수준은 높게 나타나는 차이가 났다.

하지만 이러한 체제론적 접근이 돌봄 정책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

니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가령 는 노르웨이의 경. Pfau-Effinger (2005)

우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탈가족화 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여성

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탈가족화 수준이 낮다고 하는 보수, 

국가들에서도 프랑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 고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수준이 높고 독일의 경우에는 아동 돌봄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적 지원이 ,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의 복지체제론이 구체적인 사회서비스 제도와의 관Esping-Andersen

련성이 떨어진다면 베버리지 유형 과 비스마르크 유형(Beveridge type)

은 보다 유용한 구분방식이 될 수 있다 역시 사회보장(Bismarck type) . 

제도를 중심으로 한 이 유형화에서 베버리지 유형은 조세 기반의 보편적

인 제도 물론 경우 따라서는 소득 연계나 자산조사 기반의 제도 가 중심( )

이며 비스마르크 유형은 보통 기여를 통한 사회보험 기반의 보편적 하지, 

만 기여에 의해 자격기준을 부여한다.

의 의존 노인에 대한 제도 비교에서는 이러한 각국의 복지제EU(1999)

도의 기원에 따라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도의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베버리지 유형에 기반을 둔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기존. 

의 사회보장제도 내에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며 독



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같은 비스마르크 유형에서 기원된 국가들은 , , 

새로운 사회보험제도가 성립되거나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체제나 유형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전체적인 제도적 틀에

서 고려하는 것이라면 보다 돌봄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체제론은 

젠더 레짐 이라고 할 수 있다 젠더 레짐은 기존의 복지체(gender regime) . 

제론이 남성 유급노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성별분업방식까지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 양성간의 일과 권리를 분배하는 규범이나 규칙을 

중심으로 체제를 유형화 시키고 있다 김영미 류연규 결국 ( , 2009; , 2011). 

이 양성간의 일의 분배란 가정 외의 유급노동과 가정 내의 무급노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 무급노동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돌봄이며 그렇

기 때문에 돌봄은 양성 간 관계와 사회적인 성별 분업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다(Daly, 2002).

이러한 젠더레짐 역시 대체적으로 복지체제의 유형과 조응하고 있지

만 많은 논의 속에서 주로 영미권의 자유주의 모델 북유럽국가의 평등주, 

의 모델 유럽대륙 국가의 보수주의 모델과 더불어 남유럽 지중해 국가들, 

을 별도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박채복 이러한 구분은 양성간의 ( , 2013). 

평등과 돌봄 문제의 책임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가가 핵심이 된다 가령 . 

북유럽 평등주의 모델에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성차별을 해

소하고 가족의 돌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양성간의 책임 공유를 추구한다 반면 자유주의 모델은 국가의 개입은 최. 

소화되며 돌봄의 문제 역시 시장이 중심이 되고 국가는 세금감면 등 간접

적인 지원만을 수행한다 보수주의 모델에서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과 여. 

성에 대한 고용지원을 제공하지만 성간 분업을 완화하기 보다는 보호한

다 남유럽 모델은 더 나아가 강력한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국가개입은 최. 



소화되고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유지한다.

결국 사회서비스 제도에 있어서 할당의 기반이란 그 사회가 돌봄의 부

담을 양성 간 그리고 국가 시장 가족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 , , 

원칙을 제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원칙은 단. 

지 할당의 문제 뿐 아니라 재원과 전달체계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공적 제도에 대한 자격기준에 의해 그 분담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측면에

서 할당에 의한 제도적 포괄 범위는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급여의 종류3. 

사회서비스에 있어서의 급여의 종류1) 

급여의 종류에 있어서 역시 사회서비스에서는 다양한 측면의 선택이 

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도 있고 그 서비스. , 

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에서는 생활시설에서 보호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고 있는 자택에 , 

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직접 돌봄을 제공하. 

고 있는 가족에게 고용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거나 돌봄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할 수도 있다.

서비스냐 현금이냐의 선택은 주로 이용자의 선택권 문제와 연관이 된

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성이나 사회서비스 공. 

급 시장과 연관되기도 한다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는 서비스의 방법에 대. 

한 문제로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더욱 효율적인 것이냐에 대한 논쟁과 

관련이 있다 또한 어떠한 서비스가 더 이용자의 이해와 욕구에 부합하느. 



냐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 보호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가족이 . 

상당한 돌봄부담을 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한 보호자의 고용과 관련해

서 중요성을 가진다 그럼 이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다. .

서비스와 현금2)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를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

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 

제공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서비스 구매력을 제공하는 방식에는 연금을 통하건, 

직접 현금급여를 하거나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 ( )

있다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과 이용자의 . 

선택권 사이의 선택의 문제가 된다.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서비스의 운영주체는 국가이며 서비스 제공인. 

력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가가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 된다 이럴 경우 . 

국가는 서비스의 직접적인 공급자로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직접 지게된다 서비스 제공인력도 국가에 직접 고용되어 그 어떠한 서비. 

스 제공방식보다도 더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결

국 사람이 전달하는 서비스의 질에 있어 우수성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 

이는 독점적일 수 있고 그에 따라 그만큼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그, , 

만큼 잘못 운영될 경우에도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다른 제공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에는 직접 제공기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보조금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구매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구매계약 ,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김용득 외 보조금 방식의 경우에는 특정기관( 2013). 

이 보다 광범위한 대상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아 정부의 정책적 

의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공익적 목적

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 

금을 받은 제공기관은 보조금이 부여된 목적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설

계하거나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서비스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보다 특정적인 서비스의 내용을 특정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서비스의 내용은 계약에 명시되고 그 

대상의 수급자격 역시 공적으로 통제된다 계약에 의한 방식은 포괄계약. 

개별계약 이용량계약(block contract), (spot and call-off contract),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용득 외(cost-and-volume contract) ( , 

포괄계약은 예상되는 서비스 량을 기반으로 실제 서비스 제공량과2009) 

는 관계없이 맺는 계약의 형태이고 개별계약은 그 반대로 실제 서비스 , 

제공량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비용이 지불되는 방식이다 이용량계약은 . 

그 혼합 형태로 일정 수준까지는 포괄계약 형태로 일정 수준 이상은 개별

계약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용자에게 구매력을 지원해주는 방식에는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

식이 있을 수 있고 서비스 구매를 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이 , 

있을 수 있다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다양할 수 있는데 연금과 결합하. 

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제공할 수도 있고 돌봄의 , 

필요가 발생한 노인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보다 직접적으, 

로 돌봄을 받거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용을 지급해줄 수도 있다(Bettio 

현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현금으로 직접 돌and Pantenga, 2008). 



봄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돌봄을 제공할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가족이, 

나 친지가 돌보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금사. 

용에 제한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이용권 방식으로 제한된 제공기관을 통한 

서비스 구매에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보통 이용자의 선택권이나 서비

스에 대한 통제권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영향은 그 이상

인 경우가 많다 사실상 현금 지급은 보호가 필요한 (Simonazzi, 2009). 

노인이나 그 가족으로 서비스 이용자에서 서비스 구매자나 서비스 제공

자의 고용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사회서비스 사. 

장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실제로 기존에 국가가 직접 제공하던 형태에서 . 

구매계약의 형태로 더 나아가 이용자 지원방식으로 이동할수록 사회서비

스 공급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은 그만큼 분산되는 효과를 가진다 구매. 

계약 방식에서 서비스의 질에 대한 책임이 일부 공급자에게 분산되지만 

이용자 지원방식에서는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도 부여된다 즉 서비스에 .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는 만큼 그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는 책임 역시 이용

자가 일부 지게되는 것이다 물론 나라에 따라서는 그 질을 통제하기 위. 

해 강력한 규제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은 서비스 관리에서 살펴보기. 

로 하겠다.

재가보호와 시설보호3)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별도의 시설에

서 거주를 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시설보호이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보호이냐이다 물론 집중적인 보호와 (Bettio, 2004).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설보호가 적합할 수 있고 가벼운 돌봄만 필요한 , 

경우 재가보호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시설보호 중심

이냐 재가보호 중심이냐의 선택은 이용자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효율

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 발달 초기에는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를 한 시설에 모아놓

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보호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으

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점차 이용자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일상적 삶을 보장하면서 돌봄을 제공

하는 재가보호로 그 중심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Daly, 2002; 

특히 노인 돌봄에 있어서는 지역에서의 노년Simonazzi, 2009). ‘ (aging in 

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자신이 생활하던 그 장소에서 지속적으place)’

로 노년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재가서비스가 발달을 하, 

게 되었다 또한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비용 등(OECD, 2005). 

을 따로 발생하지 않아 재가보호가 더욱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형태로 인

식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설보호가 모두 재가보호로 대체되고 있는 것

은 아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전히 시설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한. 

다 차이점은 단지 돌봄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보호가 증가하는 속. 

도보다 재가보호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두 

서비스 형태간의 비율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Pavolini and Ranci, 

사실 돌봄 서비스가 발달한 북유럽국가의 경우에는 재가보호와 시2011). 

설보호 공급이 모두 높게 나타나며 그 반대인 남부유럽국가의 경우 두 

형태의 서비스 공급이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Bettio and 

Pantenga, 2008).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보호와 재가보호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비교연구. EU(1999) 

하면서 다양한 국가의 서비스를 조사하고 이를 장기시설보호와 준시설보

호 임시시설(permanent residential and semi-residential services), 

보호와 준시설보호(temporary residential and semi-residental 

재가보호 의 다양한 형태를 분류하였services), (community services)

다 표 그 종류는 장기시설보호는 가지 임시시설보호는 가지 그< 1>. 8 , 17 , 

리고 재가보호는 가지로 재가보호일수록 더욱 많은 종류의 서비스가 22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시설보호준시설보호( ) 임시시설보호준시설보호( ) 재가보호

l 간호시설(Nursing 
homes)

l 정신간호시설(Psychiatr
ic nursing homes)

l 장애인주거(Housing 
for the disabled)

l 노인요양원(Old age 
homes)

l 노인다중시설(Multileve
l homes for the 
elderly)

l 보호주거(Sheltered 
housing)

l 서비스아파트(Service 
flats)

l 혁신적 
서비스(Innovative 
services)_

l 종합병원(General 
hospitals)

l 종합병원 
노인병동(Geriatric 
units in general 
hospitals)

l 종합병원 
장기입원병동(Long 
stay wards in general 
hospitals)

l 종합병원 
중간거주병동(Medium 
stay wards in general 
hosptals)

l 종합병동 
정신병동(Psychiatric 
wards in general 
hospitals)

l 노인병원(Geriatric 
hospitals)

l 정신병원(Psychiatric 

l 지역간호(District 
nursing)

l 의료보조보호(Paramed
ical care)

l 정신보건서비스(Mental 
health services)

l 보건상담및보건교육(He
alth advisory 
services and health 
education)

l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l 재가보호서비스(Home 
help services)

l 청소서비스(Cleaning 
services)

l 부업일자리서비스(Odd 
job services)

l 가사서비스(Domestic 
help)

l 도시락 배달(Meal 

표 < 1 다양한 시설보호와 재가보호 서비스 형태> 

자료 EU(1999)



보호자에 대한 지원3) 

그 주체가 공공이던 민간이던 공식화된 체계에 의해서 제공되는 돌봄

보다 실질적으로 가족 등에 의해서 제공되는 비공식 돌봄이 더 핵심적인 

경우가 많다 사실상 유럽에서는 공식 돌봄보다 비(Pfau-Effinger, 2005). 

공식 돌봄이 돌봄 시간을 기준으로 배 내지 배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4 5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 있어서도 단(EU, 1999). 

지 그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돌봄 못지않게 점점 더 이 비공식 

hospitals)
l 정신병원 
정신노인병동(Psycho-
geriatric wards in 
mental hospitals)

l 재활시설(Rehabilitatio
n homes)

l 단기간호시설(Short-ter
m nursing homes)

l 단기주거 요양원(Short 
stay in old age 
homes)

l 노인주간병원(Geriatric 
day hospitals)

l 주간보호(Day care)
l 요양원 
야간보호(Nightly care 
in old age homes)

l 노인복지시설(Social 
centres for the 
elderly)

l 혁신적 
서비스(Innovative 
services)

l 예방적서비스(Preventi
ve services)

distribution)
l 휴계식당(Foyer 

restaurant)
l 교통보조(Transport 

services)
l 중환자보호자서비스(Ca

re of terminally ill 
relatives)

l 가족보조(Family 
placement)

l 휴식서비스(Sitting/res
pite services)

l 연금생활자주거(Housin
g for pensioners)

l 주택개조(Home 
improvement)

l 전신경보및커뮤니케이
션서비스(Tele-alarm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l 보장구서비스(Aids, 
facilities)

l 복지급여(Social 
benefits)

l 기타 혁신서비스(Other 
innovative services)

l 예방적 서비스 또는 
활동(Preventive 
services or activities)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 

제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

기 위한 방법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발전시켜왔다(OECD, 

2005).

물론 앞서 언급한 다양한 재가보호나 주간보호와 같은 임시적인 시설

보호 역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로 의미가 있다 이미 . 

보호자가 돌봄을 제공하는 있는 경우 이러한 공식서비스들은 비공식돌봄

을 대체하기 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되기 때문이다(OECD, 2005). 

또한 돌봄 대상자에 대한 현금급여는 경우에 따라 사실상 보호자에 대한 

지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 현금이 결국 비공식 보호자(OECD, 2011). 

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때로는 가족이나 친지를 고용,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돌봄을 제공하는 보호

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보호자에 대. 

한 지원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보호자의 

고용과 관련된 지원으로 고용이나 고용유지를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자가 제공하는 돌봄에 대한 지원으로 그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그 비

용을 보상하는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보호자의 고용에 대한 지원은 특히 직업을 가지고 있던 보호자가 돌봄

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유급이나 무급 휴직제도나 

유연한 근무시간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보호자가 부득이하게 돌봄. 

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다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고용서비스도 이에 해당한다 사실 이러한 고용에 대한 지원은 유아휴직. 

제도와 같이 노인 돌봄보다는 아동 돌봄에서 많이 발달해온 것이 사실이



다 하지만 가족이 매우 위중한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정되는 경. 

우도 있다(Bettio, 2004).

보호자 돌봄에 대한 지원은 휴식 돌봄 상담과 훈련 정보(respite care), , 

와 협력 서비스 보호자 수당 등을 들 수 있다 휴식 돌봄은 , (OECD, 2011). 

돌봄을 제공하는 보호자에게 단기간 또는 장기간 그 돌봄을 대체해줌으

로써 휴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발한다 이러한 휴식 돌봄은 휴가와 같이 . 

비정기적이고 장기간 제공될 수도 있고 주간보호와 같이 단기간이고 정, 

기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상담과 훈련의 경우 보호자가 갖는 정신적인 . 

부담을 경감하거나 돌봄과 관련된 지식이나 위기대응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게 할 수 있다 정보와 협력 서비스는 적합한 지원에 대한 정보를 . 

주거나 같은 상황의 사람들끼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 

사례관리자가 적합한 서비스를 설계해주고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

다 보호자 수당은 보호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현금급여가 포함된다. .

이러한 보호자에 대한 지원은 성평등과 관련된 쟁점이 있다 한편으로. 

는 그간 무시되었던 여성의 무급노동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보상과 지원

을 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무급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인해서 더욱 

여성을 노동시장으로부터 소외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연한 노. 

동시간이나 유급휴가 등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면 오히

려 이러한 지원이 성평등을 더욱 촉진시킬 수도 있다 대상이나 서비스 . 

형태와 수준에 따라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이다.

전달체계4. 

공급주체의 다변화1) 



전통적으로 현금이전 형태의 급여보다 서비스 형태의 급여에 있어 전

달체계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서비스에는 공급자의 구성이나 서비스 신. 

청과 선정 절차 등에 따라 전달체게에 다양한 쟁점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전통적으로는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그나마 전달체계가 단순하게 구성될 수 있었지만 점차 공급주체가 

다변화되면서 그 형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점차 공공부문의 서비스 .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이 감소되면서 그 자리에 민간주체들이 진입하는 민

영화 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privatization)

어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화 가 일어나기도 한다(marketization) .

이러한 쟁점은 급여의 종류와 관련이 있기도 하다 공공의 직접제공이 . 

줄어들면서 공급주체의 다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때 그 이외의 지원 방식

이라도 어떠한 방식이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 

령 서비스 구매계약 방식과 같은 서비스 방식이나 이용자 지원에 있어서

도 이용권과 같이 서비스 구매에 국한된 지원방식이라면 공식적인 돌봄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더 클 것이고 그러한 제약이 없는 현금급여, 

라면 공식적인 시장보다는 비공식적인 돌봄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나

올 수 있다 따라서 나라마다 주된 서비스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돌봄 . 

시장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 방식이 주된 스웨덴이나 제한. 

된 현금 급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와 조건이 없어 비공식 돌봄의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오스트리아나 독일 등이 이러한 분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imonazzi, 2009).

비공식 돌봄에 대한 증가는 이미 앞서 다루어 본 성평등과 더욱 관련

되어 있다고 한다면 공식적 서비스시장의 발달은 시장화와 관련이 있다. 

시장화는 민간의 비영리뿐만 아니라 영리기관까지 다양한 공급주체가 참



여하여 경쟁력 있는 제공기관이 시장에서 선택됨으로서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편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되기도 한다 김용득 외 특히 이러한 공( , 2009; Pavolini and Ranci, 2011). 

급주체의 다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통합의 문제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반

면 이들에 대한 규제의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제공기관에 대한 규제에 . 

대해서는 서비스 관리에서 더 다루어보기로 하고 전달체계의 문제로 통

합적 체계에 대해서는 이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통합적 접근2) 

공급주체의 다변화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이렇게 다양

한 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이용자 욕구에 맞게 통합적으로 접

근하도록 할 것인가이다 특히 공급 주체 간 경쟁체제에서 어떻게 이용자. 

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 

이미 보호자 지원에서 살펴보았듯이 원스탑 샵 과 같은 (one-stop shop)

정보제공기관을 통해서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해 주기도 하고 사례관리자 또는 돌봄관리자, (case manager) (care 

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연계해 주면서 그에 필요manager)

한 서류작성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주기도 한다(OECD, 2011).

정책적 차원에서 통합적 접근에서는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간의 협력

이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보건의료의 서비스가 . 

필요할 수도 있고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경계는 언제나 분명하게 .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며 때에 따라 같은 대상자라도 상태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적 접근의 관건이 된다. 



그래서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보호의 지속성 이고 (continuum of care)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간의 협력과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서비스간의 협력을 통해서 비스 대상자가 (OECD, 2005). 

가족이 필요한 도움과 지원이 적시적소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 

대상자의 이동성을 개선시키는 주택개조 일상생활을 위한 가사지원 등, 

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적절하게 구성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시기. 

별로 필요에 따라 병원 시설보호 재가보호 간의 전환이 원활해야 한다- - . 

가령 급성질환에 의한 병원치료 회복 후 집중적 관리를 위한 시설보호, , 

다시 대상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보호가 끊김 없이 필요한 때에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간 협력과 전환이 .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역의 관련기관들이 유기적으

로 협력할 수 있는 전략적 틀을 마련해야 하며 그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고 재정적 조건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될 것인가 지방정, 

부가 중심이 될 것인가도 또 다른 쟁점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 

역할을 중앙정부의 보건의료부처나 사회부처에 집중할 수도 있고 또 지, 

방으로 분권화 할수도 있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의 이 일상생. (OECD 1/3)

활지원서비스 운영에 있어 분권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

역사회에 맡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지만 비용을 공유하고 균형

을 맞추기 위한 장치가 없다면 이것이 유사한 욕구에도 살고 있는 곳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는 지역 간 불평등을 낳게 할 수도 

있다(OECD 2011).

재정방식5. 



재정지출 수준1)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의 재정에 있어서 먼저 지출수준을 살펴보면 개 25

국가의 경우 평균적으로 의 정도를 지출하지만 년 OECD GDP 1.5% (2008

기준 나라별로 그 수준의 차이는 보이고 있다 그림 ) (OECD, 2011). < 4>

는 국가들의 대비 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출수준을 공OECD GDP 

공과 민간지출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지출이 가장 큰 나라로 스웨덴과 네덜란드를 들 수 있으며 이 두 

나라 모두 가 넘는 지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 뒤를 이어서 노르웨3% . 

이 핀란드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가 넘는 비중을 보이, , 2%

고 있다 스위스도 총 지출 비중은. 유사하지만 민간 지출 비중이 매우 높 

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 반대쪽에는 동유럽 및 남유럽 국가들과 함께 . 

우리나라와 같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국가들이 위치해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출 비중은 이하의 매우 낮은 수0.5% 

그림 < 4 나라별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출 수준> 

자료: OECD(2011) 



준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공식 돌봄에 대한 지출수준은 그 나라가 어떻게 국가 시장 가, , 

족간의 돌봄을 분담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앞선 체제론에. 

서 살펴보았듯이 국가를 그 분담의 중심에 놓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역시 공공 중심의 포괄적인 개입을 하고 있음이 공적 재원을 중심으로 

한 높은 지출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여전히 가족이 그 중심에 있. 

는 남유럽 국가 등은 공공 지출과 민간 지출 모두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는 결국 더 높은 비중의 돌봄은 드러나지 않는 비공식 부문 즉, , 

무급노동에 의해 감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 구체적인 제. 

도적 차이는 재정방식에서도 또한 드러날 수 있다.

재원방식2) 

앞서 나라별 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출수준을 살펴보면서 공적

재원과 사적재원으로 구분해 보았지만 제도적인 재원방식은 좀 더 세부

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공적재원의 방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조세방식. 

과 사회보험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며 사적재원을 동원하는 방

식으로는 본인부담금과 민간보험 방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원. 

방식 역시 지출수준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제도적 특징을 잘 드러내 

주는 상징적 의미를 따져볼 수 있다.

우선 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은 주로 앞서 할당의 기반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버리지 유형이냐 비스마르크 유형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당연히 베버리지 국가 유형에 속하는 영국이나 북유럽국가. 

들의 경우 조세에 재원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독일과 같은 비스마르크 ,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사회보험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베버리지 유형의 국가들 중에서 국가책임이 강한 북유럽 국가의 

경우 조세기반의 보편적 서비스를 갖추는 경향이 있지만 자유주의 국가

에서는 같은 조세기반이지만 자산조사에 기초한 선별적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경향이 있다 비스마르크 유형 국가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도의 성숙 정도에 따라 제도적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나라도 있다(EU, 

1999).

사적재원 중에서 본인부담금은 보통 공적재원과 결부되어 지불될 것

이다 조세기반이든 사회보험기반이든 공적재원이 제공되는 가운데 일정. 

한 금액이나 비율 또는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 비용을 일부 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일 수. 

도 있고 아니면 제도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나라에 , . 

따라서는 시설보호를 연금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연금에서 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사적인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용을 민간보험을 통해 지출하는 경우는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서 민간보험의 시장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다 전체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출에서 민간보험이 약 . 7%

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 5%

국가에서 민간보험은 이하의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1% (OECD,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자체가 늦게 발달된 영역인 대다가 지금 당장 2011).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먼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위

험이므로 그 인식과 동기 측면에서 민간보험이 발달하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그런 것처럼 시장에 .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증가하는 돌봄의 욕구에 대한 국가의 개

입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민간보험이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질 관리6. 

사회서비스 품질의 문제1) 

사회서비스 영역은 복지급여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품질의 문제가 더

욱 민감한 영역이다 다른 현금급여의 경우에는 급여수준이 모든 것을 결. 

정하겠지만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전달되기 때문에 어

떤 제공기관이 어떤 인력을 통하여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은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공식 영역에 있던 돌봄의 . 

문제가 점차 제도화되고 공식화되면서 정부가 공적재원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일정한 규제와 통제 구조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었다, (Mor, 

2014).

최근에 들어서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서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관

심과 제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이용자의 권리의. 

식 향상을 들 수 있다 김용득 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 2013). 

서 이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얼마나 더 좋은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를 점점더 따지게 되었고 부적절한 시설 사생활 , , 

침해 학대 등 서비스의 질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추진된 시(OECD, 2005). 

장화 개혁이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기존의 공. 

급자가 아닌 새로운 집단의 공급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이들에 대한 질관

리의 문제가 더욱 중대하게 제기된 것이다(Mor, 2014).

이러한 질관리에 있어서 제기되는 첫 번째 질문 중 하나는 어떠한 질



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 질문은 이용자가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란 무엇인. 

지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가 좋은 질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지, 

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의 연구에서는 돌. OECD(2005)

봄과 관련된 다양한 질적 기준 모델을 검토하여 구조 과정 결과 세 가, , , 

지의 틀을 중심으로 질의 차원을 구분하고 있다 각 질의 차원과 그 예시. 

들은 표 와 같다 구조는 주로 서비스 제공 시설과 인력 배치 등과 < 2> . 

같은 기본적인 환경적 조건 과정은 서비스 이용과정과 관리 서비스와 , , 

인력 자체의 품질과 편의성과 관련되어 있고 결과는 구조와 과정으로 인, 

해서 개선 또는 악화될 수 있는 요소로서 이용자의 궁극적인 만족이나 ,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

질의 차원 질적 요소 예시( )

구조의 질

건물내 환경과 안전화재 및 위생( )
주거 환경 및 편의시설
방의 크기
종사자의 구성종사자 자격 혼합 비율 등( )

과정의 질

입소자 권리 보호 장치
효율적인 입소와 퇴소 절차
요양보호 계획 수립과 평가 절차
입소자의 높은 기능성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춘 종사자의 상주 비율
식단의 질
부속 서비스재활 의약 건강관리 등의 가용성과 접근성( , , )
의료기록 요건 및 요양보호 문서의 공정한 관리
질관리 위원회 설치

결과의 질

욕창 발생율
영양실조 발생율탈수 부적절한 경관급식 등( , )
일상생활능력이나 도구사용능력 등의 저하
입소자 통증관리
물리적 양학적 통제의 사용, 
환자 감염비율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비율

표 <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의 질적 차원과 요소 에서 변 > (OECD, 2005: 67

형)



이러한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준수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여

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품질관리의 . OECD(2005)

방법을 크게 등록기준 설정 모니터링 인증제 자율규제 이용자 참여 등, , , , 

으로 구분하고 있다 등록기준은 돌봄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자로서 . 

인허가를 받거나 계약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물리적 환경이나 안전 종사자의 숫자나 자격 등과 같은 구조적인 , 

요소가 중심이 된다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이 기준이 충족되고 있는지. 

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 

못할 경우 경고를 주거나 미준수 사실을 공시하는 등의 비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등록취소나 이용제한 등과 같은 법적강제력이 있는 조치, 

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이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위험요소가 발견된 . 

제공기관은 모니터링을 더 자주하고 그런 점이 없는 제공기관은 모니터

링 주기를 연장하는 등 차이를 두는 경우도 있다(Mor, 2014).

인증제는 최초에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개선을 통해 조건을 충족시켜 인증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또는 모니터링이나 별도의 질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기관(OECD, 2005). 

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수기관 인증제 와 같이 운영할 수‘ ’

도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인증여부가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제공기관의 서. 

비스 질에 대한 판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반드시 인증과 같은 방법을 . 

동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식으

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반드시 이용자의 . 

경관급식 활용비율(tube feeding) 
낙상 발생 횟수
대변 실금 유병율
사회참여 및 사생활 보호



제공기관 선택에 활용되지 않더라도 제공기관의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

다(Mor, 2014). 

자율 규제와 이용자 참여는 보다 직접적인 관계자들에게 서비스 질관

리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 중 자율규제는 질적 관리를 제공기관. 

의 이해단체에 부여하여 자정기능을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공기관. 

으로 결성된 이해단체는 본인들의 산업발전과 이용자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 질과 운영에 대한 자체적인 자율기준을 정하고 회원단체

의 준수여부를 검증하여 그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용자 참여는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공

기관의 평가나 정보 공개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을 말한

다 이용자는 자신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가 있다는 것 자. 

체로도 만족감은 높아질 수 있으며 실제 문제의 해결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 이용자의 이용경험을 공식적인 절차를 . 

통해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면 그것은 또한 다른 이용자들이 제공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품질관리체계의 쟁점2) 

위와 같은 품질관리를 어떠한 제도적 체계를 가지고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즉 일상생활지원서비스제도를 등. 

록하고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등에 있어 누구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 , 

여하고 어떻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질 관리에 대한 국제비교연구에서 . 

는 이러한 대안들이 중앙화냐 분권화냐 대립적 접근이냐 합의Mar(2014) , 

적 접근이냐 복지중심이냐 의료중심이냐 구매권한에 의한 관계가 어떠, ,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앙화냐 분권화냐에 대한 선택은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정부구조와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분권화된 지방정부를 가지고 있고 그. , 

것이 주단위든 광역단위든 기초단위든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가지고 , , 

중앙정부와 유사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가 전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상세한 

사항을 결정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간

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 또는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다.

대립적이냐 합의적이냐의 선택은 규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를 나

타낸다 대립적 접근 이란 말 그대로 서비스 제공. (adversarial approach)

기관을 대립적인 통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보고 법적 문항과 기준에 따른 

매우 엄격하게 감독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공기관은 법적으로 정해진 질. 

적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규제기관이 편의를 봐주거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합의적 접근. 

은 그 반대로 제공기관을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인(consensual approach)

식하고 원칙과 기대에 맞추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협력적 관계 속에서 

지원하고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럴 경우 서비스가 점차 나아질 수 .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럼으로써 제재 등으로 인해 , ,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이 저해되기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기회

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적 규제냐 의료적 규제냐 역시 사회서비스에서 매우 민감한 

쟁점으로 작용한다 노인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의 경우 특히 이용자들이 .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의료적인 접근이 필요, 



한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나치게 의료적인 규제는 오히려 그 

사람의 사회적 환경이나 가치 궁극적인 삶의 질의 문제를 경시할 수 있, 

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의료적인 필요성을 앞세우다보면 보다 . 

이용자의 행동이나 환경을 통제해야 하고 그런 것이 보다 궁극적인 삶의 

질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에 . 

있어서도 의료적인 원칙을 우선시할 것이냐 사회복지적인 원칙을 우선, 

시할 것이냐는 차이를 나타내고 결국 실질적으로 의료관계부처나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나 복지관계부처나 기관이 주도할 것인가의 문

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규제기관이 직접적인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느냐도 질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규제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여 비용을 지불하. 

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단지 등록이나 인증만 관여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제공기관이 규제를 제대로 . 

따르지 않으면 바로 이 기관의 재원부터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공기관이 더 많이 규제기관에 의존할수록 제공기관은 더욱더 민감하게 

규제기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서비스 기준이나 계약 등에 모든 . 

서비스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 명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힘

의 관계는 실제 질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돌봄 인력과 서비스의 질3) 

일반적으로 노인 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서의 일자리란 저임금에 낮은 

지위이며  그 절대다수는 여성이고 상당수는 세 이상으로 근로인구 평, 45

균보다 연령이 높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지. , , , 

위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돌봄 인력을 둘러싼 많은 문제가 



나타난다 민간보다는 공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임(Simonazzi, 2009). 

금도 높고 안정적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는 비용인 것이고 그래서 점점 

더 민간으로 위탁하고 민영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더욱 돌봄 . 

인력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돌봄 인력의 문제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서비스는 그 성격. 

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지원서

비스와 같은 서비스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돌봄 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질관리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 

같이 제공기관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돌봄 인력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다 잘 교육받고 훈련된 인. 

력이 꾸준하게 동봄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 우수한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이 부분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

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돌봄 인력과 서비스질과 관련한 쟁(OECD, 2005). 

점으로는 근로조건의 문제 노동력 공급의 문제 그리고 자격기준의 문제 , , 

등이 있을 것이다.

먼저 급여와 근로조건을 말하자면 먼저 언급하였듯이 전반적으로 열

악하지만 그 중에서 민간 기관일수록 재가서비스일수록 공공기관이나 시

설보호에서 종사하는 인력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경향이 있다(OECD, 

많은 돌봄 인력은 시간제이며 이는 재가보호 영2011; Simonazzi, 2009). 

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나라에 따라서는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 

고 사회보험이나 복지급여에 대한 혜택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한편 . 

시설보호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나아보이는 것은 간호사까지 포함하

기 때문일 수도 있다 때문에 이러한 서로 다른 자격의 인력구성 비율 역. 



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일 뿐 아니라 돌. 

봄인력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복지제도에의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열악한 급여와 근로조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서 인

력모집과 높은 이직률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

다 나라에 따라 다른 산업영역에 비해 더 높은 결원률을 보이거나 더 짧. 

은 근무기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돌봄 인력에 대한 노. 

동력 공급에 있어서 지난 여 년간 두드러지는 현상은 이주노동자의 증10

가이다 이 역시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데 남부 유럽의 경우 돌봄영역에서 .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경험하고 있고 북유럽은 그 반대로 매우 , 

제한적인 유입만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유럽국가의 경우에는 나라마다 

현격한 증가를 경험하기도 하고 감소를 경험하기도 하는 등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더 (OECD, 2011; Simonazzi, 2009). 

짧은 계약과 불규칙한 근무시간 다 낮은 급여 등 본국의 돌봄 인력보다 , 

더욱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은 국가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OECD 

상이다(OECD, 2011).

마지막으로 훈련과 자격수준을 따져보면 역시 나라마다 상이하다 남. 

부유럽과 프랑스 영국의 경우 이틀에서 이주 사이의 입문 과정만 요구하, 

는 정도이고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경우에는 직업자격 체계에 의해서 훈

련을 받고 북유럽국가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자격수준을 갖춘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단지 서비(EU, 1999; Simonazzi, 2009). 

스의 질적 측면 뿐 아니라 주로 여성에 대한 고용정책의 방향 역시 반영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영역의 노동시장은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



되어있다 간호사도 있고 자격인증을 받은 요양보호사도 있는가 하면 공. , 

식 자격증이 없이 일하는 돌봄 인력도 있고 비공식 보호자도 있고 가사 , , 

도우미도 있다 그리고 돌봄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관여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러한 자격구분이 때로는 불분명할 때도 많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재가보호가 더욱 (Simonazzi, 2009). 

늘어남에 따라 자격기준은 점점 낮아지고 점차 단기간의 훈련으로 대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재가보호의 확대에 따(OECD, 2011). 

른 돌봄 인력의 자격수준과 근로조건의 저하는 현금급여의 증가와도 연

관되어 있다 특히 특별한 제한이 없는 현금 급여는 규제받지 않은 인력. 

의 고용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더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고용의 증가를 , 

의미하기 때문이다.

소결7. 

지금까지 일상생활지원서비스제도의 국제적 비교를 위한 분석틀을 도

출하기 위하여 할당의 기반 급여의 종류 전달체계 재정방식 서비스 관, , , , 

리 등 가지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쟁점과 다양한 제도적 선택에 대해서 5

알아보았다 할당의 문제에 있어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제도는 결국 국. 

가 시장 지역사회 가족 간의 분담이 쟁점이 될 수 있었으며 그런 의미, , , 

에서 복지체제론 젠더 레짐론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급여의 종류에 , . 

있어서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과 이용자의 선택권이 쟁점이 되는 서비

스와 현금 이용자의 삶의 질과 효율성이 쟁점이 되는 재가보호와 시설보, 

호 고용에 대한 지원과 돌봄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 보호자, 

에 대한 지원을 다루어보았다.



전달체계에서는 공급주체 다변화의 흐름과 그로인해 더욱 대두되는 

통합적 접근의 논의를 알아보았으며 재정방식과 관련해서는 공적재원과 

사적재원의 지출 수준과 조세 및 사회보험 본인부담 및 민간보험 등 다, 

양한 재원 방삭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질관리와 관련해서는 . 

기준설정 모니터링 인증제 자율규제 이용자 참여 등의 품질관리 방법, , , , 

과 중앙화와 분권화 대립적 접근과 합의적 접근 복지중심과 의료중심, , , 

구매권한의 보유여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짚어보았다.

복지체제나 젠더레짐 등과 같은 논의가 전통적인 국가별 차별점을 보

여주는 것이라면 이어서 살펴보았던 급여의 종류 전달체계 재정방식, , , 

서비스 질관리와 관련해서 그러한 차별점이 다른 차원에서 드러나는 경

우도 있었고 그렇게 관련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지출수준, . 

이나 재원방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체제와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지

만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는 전달체계나 서비스 질관리 부분에서 제도적 

경향과 체제와의 관련성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급여의 종류와 관. 

련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선택이 상대적으로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보다는 일정방향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사실 대부분 나라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서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

로 이동하는 것과 서비스 직접 제공에서 구매계약이나 현금급여등을 통

해 점점 더 민간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가보호로의 중심이동은 훨(Simonazzi, 2009). 

씬 더 이전부터 진행돼오던 변화이다 김보영 특히 언급되었듯이 ( , 2011). 

거주지에서의 노화 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더욱 강조되(ageing in place)

었고 년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이를 공통적인 우선순위로 채1994 OECD 



택되기도 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책임을 지역수(OECD, 2005). 

준으로 분권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돌봄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비공식 영

역을 참여시킴으로서 시설보호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였다(Pavolini, 2011). 

민간의 참여 증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용자 선택과 유연성에 대

한 요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편주의냐 선별적이냐 상관없이 현금을 직

접 지급하거나 현금과 서비스 사이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돌봄에 있어 국가(OECD, 2009). 

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제도가 새로운 복지체제의 핵

심 영역으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국가 역할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

다 가령 시장화의 흐름에서 국가는 독점적 공급자로서의 (OECD, 2011). 

지위는 약화되지만 점차 늘어나는 민간 영역에 대한 규제자로서의 역할

을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민간참여의 증가는 기존의 서비스 중심의 체제를 가진 국

가에서는 더욱더 유연하고 가족의 참여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만 

가족 중심이었던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를 통해 더욱 돌봄이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시장영역으로 들어오는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와 동시에 보편적인 공적 돌봄체제를 가졌던 국가들은 보다 제한된 대상

에 집중적인 돌봄을 낮은 포괄성과 엄격한 선별성이 특징이었던 국가들

은 오히려 대상을 늘리거나 엄격성을 완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OECD, 2011).

이렇듯 기존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가 체제적 특징을 

반영한 차이를 밝히는 것이라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는 지금은 



그 차이를 다시 확인하기 보다는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밝혀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체제이론을 참고하. 

여 자유주의 국가에 속하는 영국과 미국 북유럽 국가군에 속하는 스웨, 

덴 보수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남유럽군에 속하는 , , 

이태리 등 주요국가를 선별하고 그 나라별로 최근의 변화를 조망함으로, 

써 일상생활지원서비스제도의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 

국가비교 가능 데이터를 통하여 양적으로도 제도를 비교해 보고 이용자 

중심의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일상생활지. 

원서비스제도의 특성과 위상을 밝혀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이, 

론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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