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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공급체계의 개편 방향을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의 역
할정립 및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
는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사업’에 대한 제도분석(institut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분석결과가 갖
는 시사점 및 각 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공급체계의 개
편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지원센터에 행정적, 재정적 권한 부여, 공단의 조직 개편, 전체 사회복지
공급체계 개편의 중심적 역할 준비, 로컬리티 구현을 위한 연구 및 지자체와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
바우처 방식의 재정지원 확대 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장애인공급체계, 장애인지원센터, 제도분석,

1.

역할정립, 연계방안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때부터 사회서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전체적인 수준에서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확대된 사회서비스가
어떠한 공급체계1)에 의해서 복지 수요층에게 전달되는지 역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
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제도에서 제공되는 제반 급여는 그것이 무엇이든 일정한 공급구조 내에서 작동되는
것이며, 이러한 공급구조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급여를 둘러싸고 형성된 이해관계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급구조 개편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여의 양적ㆍ질적 성장도 일정수준 이상으로 진척되기 어렵다

(남찬섭, 2012).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총체적 발전은 서비스 자체의 내용과 양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가 공급되
는 과정, 즉 서비스공급체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담보될 때 가능한 것이다.
* 주저자
** 교신저자
1) 공급체계와 유사한 용어로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전달체계’, ‘공급체계’, ‘지원체계’ 등이다. 여기서 공급체계는 전
달체계, 관리운영체계, 지원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 각 용어의 개념 규정에 대한 정리는 남
찬섭(2012)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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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공급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다. 특히 장애인은 노인과 함께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인구집단에 속할
뿐 아니라, 최근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여,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가치, 권리를 중요시하는 장애인복지 정책 및 실천이 강조되면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공급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등록장애인 수와 장애인복지 재정의
지속적 증가2)로 대변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구의 복지욕
구 다양화에 대한 대응 미비, 공급자 편의 위주의 서비스 제공, 기관 간 분절화로 인한 비효율성,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등으로 인해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 저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요자인 장애인의 ‘장애심사’ 및 ‘장애인등록’ 단계부터 ‘상담’, ‘서비스이용’, ‘사후관

리’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그 동안 추진된 주요 계획 및 시범사업들을 사항들을 살펴보면,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판정체계 및 인프라 개편 정책연구(’07. 2 ~ ’08. 1),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 모의적용사업(1차: ’08. 7 ~ 12, 2차:

’09. 7 ~ 12)’, ‘장애인복지 인프라개선방안 연구(’09. 5 ~ ’10. 9)’,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선 시범사업(1차: ’11.
6 ~ 10, 2차: ‘12. 1 ~ 12)’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주체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험들을 수행해 왔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결과, 가장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장애인복
지공급체계 개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공단의 주요 역할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 관련 사업이었으나,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과 연관된 다양한 사업들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담보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에서 연유한다. 즉, 2007
년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재심사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기 시작하고, 2011년 4월부
터는 전 장애인에 대한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을 심사함으로써 사실상 장애인 등급 심사 및 확정기관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공단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전향적인 시도로써 추진된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1차(2008년) 및 2차(2009년) 모의적용사업에 참여하였고, 이후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
업(2011년)을 추진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홍보 실시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현장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여 시범사업 운영 만족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 신청자 등급재심사 업무와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장애인활

동지원제도’의 지원업무 등도 공단에 위탁되어 수행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공단의

역할이 ‘장애인등록’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까지 총괄적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 속에서 공단이 장애인복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근거 확립 및 중앙정부, 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 등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역할 정립 및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단은 향후,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의 개편 및 효율적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주체 중 하나이나,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공급체계에서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역시 시도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 등록 장애인 수는 2,520천명으로 1989년의 177천명에 비해 약14배 증가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은 2010년 647,539,545천원으로 1989년 29,515,190천원에 비해 약22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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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공단이 장애인복지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장애진입단계부터 서비스관련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공단과 서비스 총괄기능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개별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업무의 분절적 운영 및 연계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공단의 장애인복지 업무를 최일선에서 주관하는 기관인 ‘장애인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에 보다 능동
적이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급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공급체계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
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지원센터ㆍ지방자치단체ㆍ서비스제공기관과의 역할정립과
연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3)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서비스제공기

관의 역할 정립과 연계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사업’과 연관되어, 지금까지 시행된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 사업
들에 대한 제도분석(institu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들이 장애인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연계방안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역할 정립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2.

장애인복지공급체계 현황 및 개편추진

1) 장애인복지공급체계 현황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공급체계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서로 나뉘어져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
지서비스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은 주로 민간부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공공부문이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의

궁극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대부분의 재정부담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이선우,

2008). 우리나라의 장애인복
지공급체계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하나의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ㆍ 법률적으로
는 당연히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공공부문의 장애인복지공급체계를 살펴보면, 국무총리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고
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
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다(장애인복
지법 제11조). 즉 장애인 정책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관련된 여러 부처의 의견을 종합·조정해야하기
3)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공급체계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어떠한 주체가 개편의 중심에 놓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토
론의 여지가 많다. 특히, 여기에는 관련 주체 간의 이해관계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다양한 주체 중, 상대적으로 공단에 초점을 둔 연구를 수행하였
다. 하지만 본 연구의 내용대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단순히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여러 주체 중 공단을 중
심으로 공급체계에 대한 개편이 진행되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한 고찰을 진행한 것일 뿐이며, 향후 다양한
주체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 중 하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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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이 모여, 장애인의 복지·교육·고용·이동보장
등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조직을 활용하여 장애인복지관

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고용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장애인교육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청 및 일선 학교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공급체계는 여러 행정부처 간 다원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환언하면,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획

제도 설계, 집행기관,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 구조 및 과정상의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시설과 개인운영시설을 들 수 있다. 먼저, 신고시설

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일차 분류하고 있으
며, 이렇게 일차 분류된 각 시설별로 보다 세분화된 시설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인운영시설은 민간부문 장애인복지공급체계 중에서 사회복지관련법에 근거하여 설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시설이다.

2006년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현재의 ‘개인운영시설’이
‘개인운영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로 구분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시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확대라는 목적으로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시설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고, 개인도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 소규모
신고시설에 대한 기준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법인 신고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미신고
시설들이 대거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불법이라는 측면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시설 거주자의 인권
침해 및 안전문제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보건복지부는 신고시설로 전환을 조건으로 당시 사회복지시설·설비기준 및 인력 기준을
대폭 낮춰 사회복지법령상 행정처분 및 처벌을 유예하는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을 시행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조건부 신고시설들은 개인 신고시설들로 전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양성화된 소규모
개인 신고시설을 기존의 ‘법인시설’과 구분을 하기 위해 ‘개인운영시설’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추진 현황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중앙부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가 있으며, 이 부서들에서는 각각 사회복지, 고용, 교육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공급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등)의 공급체계를 개편하
는 것이고, 둘째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장애인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재편하는 보다 거시적인 개편 시도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법정 공공부문의 공급체계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 대부분의 설립 및 운영주체가 민간이라는 측면에서 보통 민간부문의 장애인공급체계로 분류하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시각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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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
① 장애인복지인프라개선 연구 및 시범사업

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방안 연구(변용찬 외,

2008)는 크게 장애판정체계연구와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연구
로 나누어져 있으며, 장애판정체계연구를 통해서 의료평가도구, 근로활동능력평가도구 및 복지욕구사정도구
를 개발하여, 기존의 장애판정제도가 갖고 있는 의료적 판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단편적 장애판정체계를 개선하
였으며,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연구에서는 장애판정, 욕구사정, 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장애서비스판정센터(Disability Service Determination Center)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의 진입과 사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이선우, 2008).
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방안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판정체계 개선과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시도하는 평가도구의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검증과 장애서비스센터의 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1‧2차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였다.

2008년 1차 모의적용사업은 공단형, 민간기관형(한국장애인개발원),
지자체형(장애인복지관 위탁형)의 3개 모델별로 기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가도구의 적용, 서비스 욕구
사정 및 서비스 연계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2009년 2차 모의적용사업은 지자체 외부형(공단+개발원
컨소시엄)과 지자체 내부형(장애인개발원)의 2개 모델별로 2009년 신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역시 평가도구
의 적용, 서비스 욕구 사정 및 서비스 연계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 왔다(변용찬 외, 2010).
두 모의사업에 사용된 형태 중 2009년 모의사업에 적용된 두 가지 모형과 그 평가에 관해 개괄하면(이승기,
2009), 먼저 지자체 내부형은 기존의 사례 신설팀이 신설되는 모형인 지자체형과 유사하며, 지자체 내부에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여 장애인 관련 업무를 체계적,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지자체에 장애인복지관련 업무를 부여는 기능을 명분적으로 다소 바람직할
수 있으나 사업의 실행을 위해선 조직의 증설이 필요하여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자체 외부형은 1차 모의적용 사업의 공단형과 동일한 모형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기존 시설 인프라
를 활용하여 장애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모형으로, 이미 구축된 국민연금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수행을 위한 추가소요 비용이 낮아 효율적이며, 기존의 장애연금, 장애인등록심사, 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 및 전문 인력을 이미 확보함으로써 사업실행에 있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명분 측면에서 지자체 내부형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연구 및 시범사업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연구(김성희 외,

2011)는 이전에 진행되어 온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 연구의
연장선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거점 기관으로 ‘장애서비스센터’를 제시하
였는데, 이는 지자체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며 장애등록판정 단계부터 장애인에 대한 욕구사정을 포괄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공적‧민간 서비스를 연계하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장애서비스센터 모형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장애인서비
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2011년에 1차로 실시되었으며, 2차 시범사업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간
으로 실시 중이다.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은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사업지역은
도시형(서울 은평구)과 도농복합지역(충남 천안시) 두 지역이었고, 사업대상은 시범사업 기간 중의 신규 장애등
록신청인 및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인, 기존 등록 장애인 중 희망자로 설정하였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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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제안된 장애서비스센터를 ‘장애인지원센터’로 명명하여, 복지욕구 상담 및 필요 서비스 파악, 종합적
장애평가 결과 및 서비스 결정 내역 안내, 지자체ㆍ서비스제공기관 등에 서비스 연계 의뢰, 서비스 이용실태
파악 등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국민연금공단,

2011).

1차시범사업의 주요 결과로는(국민연금공단, 2012), 첫째, 사업추진 필요성의 공감대 확산(지자체(64개) 및
장애인기관ㆍ단체 간담회 개최 및 방문 실시, 의료기관 방문 및 안내문(207개소), 지역 유선방송(은평구 1회)
및 신문(8개)), 둘째, 자체 교육 및 회의 등을 통해 현장 직원의 전문성 향상(본부 소집교육 1회, 지사별 출장교육
3회, 센터 자체 OJT교육 실시, 점검회의, 평가대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안 공유 및 발전 방향 모색), 셋째,
시범사업 운영의 성과로서, 상담(614명 욕구상담 및 자격심의(참여율 : 67.2%)), 서비스연계(481명(장애등급
결정자)에 서비스연계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모니터링 결과 양호(만족도는 84.9%로 우수/장애인지원센터
필요성 93.6%)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2차 시범사업은 2012년 1월부터 12월로 총 12개월 동안 진행되며, 시범사
업 대상은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 및 장애연금 신청인, 1차 시범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로 설정하였다. 시범사업
지역은 21개 지자체로 1차 시범사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시범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1,085,888천원이다.
(2) 장애인 복지-고용-교육서비스 통합공급체계 방안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 상황에 맞는 사례관리가 더욱 요청되는

인구집단이다. 장애인 관련 공공서비스는 크게 사회복지, 고용,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는 이상의 서비스를 각각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급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관련 공공
서비스의 공급이 분절적, 중복적, 누락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복지-고용-교육을 통합한

수요자 중심의 one-stop-service 체계를 구축하여, 중복ㆍ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통합함으로써 정책과 예산집행
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장애인공단 신설 방안(한국장애인개발원,

2011)이다.

장애인공단 신설 방안에서는 장애인복지 해당부처들이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장애인공단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공단의 조직은 크게 본부(2센터 7실로 구성), 지역본부(7부로 구성), 지사(4
부로 구성)로 이루어진다. 우선 중앙단위의 장애인공단 본부는 2센터(정책개발센터, 심사판정센터), 7실(복지서
비스실, 재활서비스실 등)로, 장애인공단 지역본부는 지역단위 16개(광역시 및 도)에 설치되며, 7부(서비스지원
부, 교육ㆍ훈련부 등)로, 장애인공단 지사는 4부(욕구ㆍ근로평가부, 서비스연계부 등)로 구성된다.

3.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제도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공급체계와 관련하여 공단의 장애인지원센터와 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 간의
역할정립 및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언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행된 장애

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장애인서비
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대한 제도분석 및 분석결과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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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사업 제도분석
(1) 제도분석틀
사회복지공급체계에 관해 논의한다는 것은 곧 사회복지혜택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에 대해 어떠한 행위
규칙을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사회복지공급체계의 제도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의 해결에 관련된 것이다.
첫째, 역할의 할당 문제, 둘째, 자원의 할당 문제, 셋째, 통제 및 관리운영체계의 문제, 넷째, 정당성 확보의
문제다(Lepsius,

1990. 남찬섭, 2012 재인용). 위의 네 가지 요소들은 사회복지제도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중 사회복지공급체계와 관련된 것들로 역할의 할당 문제와 통제 및 관리운영체계의 문제를 들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공급체계란 결국 사회복지혜택을 둘러싼 행위자들 간의 관계구조를 의미하며, 이 관계구조
는 역할의 할당과 통제 및 관리운영체계와 가장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다(남찬섭,

2012).

이에 따라 사회복지공급체계는 <표 1>에서와 같이, 역할할당체계와 통제·관리운영체계로 구성되며 전자는

다시 첫째, 누가 수요자가 되는가, 둘째, 누가 공급자가 되는가, 셋째,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의
세 가지로, 후자는 첫째, 행정체계는 어떻게 편성되는가 둘째, 재정체계는 어떻게 편성되는가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남찬섭,

2012).

<표 1>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시범사업 전후의 서비스 공급자 변화
제도화의 요소
내용
- 누가 수요자가 되는가
역할의 할당
- 누가 공급자가 되는가
-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들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통제 및 관리운영체계 -- 행정체계
재정체계
출처: 남찬섭(2012)

따라서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관련된 제도분석도 이들 역할할

당체계와 통제·관리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2) 제도분석
① 역할할당체계
가. 누가 수요자가 되는가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대상은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및 기존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장애심사를 요청한 때에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
금 신청자 중 희망자 등이 되었다. 현재 법정 위탁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중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심
사업무와 관련하여, 그리고 국민연금법상 공단의 장애심사 내지 공단과 접촉하는 사람에 대해 폭넓게 사업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김성희 외,

2011).

누가 수요자가 되는가의 문제는 흔히 보편적 복지(universalism)와 잔여적 복지(residualism)를 나누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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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본 시범사업의 대상은 소득이나 장애정도 등에 따라 서비스 대상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시범사업은 보편적 복지의 형태를 띠는 서비스가 된다. 또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최초 진입단계인 장애인등록 상담 때부터 원스톱의 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공급의
사각지대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나. 누가 공급자가 되는가

본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기능을 보완하는

one-stop 서비스지원센터 구축으로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욕구와 사회생활능력을 반영하는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종합 사정을 통해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제공기관에 이를 연계의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지원하는 것이
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것이다(김성희
외,

2011). 이러한 사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애인등록 상담, 신청 접수, 종합
상담, 서비스 적격성 심의 및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및 이용, 모니터링 등이 되며, 각 서비스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급자는 장애인지원센터, 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이 된다.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서비스 공급자는 센터-지자체-기관의 3원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으
며, 이는 여타의 장애인복지 공급체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복지의 내용을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분해 보았을 때, 공공부조는 지자
체가일원적인 공급주체이며, 사회보험 역시 각 사회보험의 공단이 공급주체가 된다.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시범사업 이전의 사회서비스는 장애인 스스로가 지역사회 내의 일선 서비스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공급
받는 가운데, 서비스제공기관은 지자체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이원적인 공급주체의 형태를 취하
고 있었다. 이에 비해 본 시범사업에서 장애인지원센터가 공급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원화가 한 단계 더 이루어졌으며, 이는 각 공급주체 간의 역할 정립 및 연계 방안 설정이 시급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1]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시범사업 전후의 공급자 구조

시범사업 전

시범사업 후

장애인에게 서비스 공급자는 지자체와
서비스제공기관의 이원적 구조임.

장애인에게 서비스 공급자는 기존의 지자체와 서비스제공기관과
함께 장애인지원센터가 더해진 삼원적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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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에서 장애인지원센터의 대표적인 기능은 사례관리 기능으로서, 이는 이전까지 규범적으로는 지자
체에서 일차적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지원센터는 지자체의 사례관리 서비스 공급 기능을 이전받
아, 사례관리 기능을 보다 특화된 사례관리서비스를 공급자로서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② 통제 및 관리운영체계
가. 행정체계

본 시범사업의 서비스 공급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지원센터, 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이 된다.
따라서 본 시범사업의 행정체계는 세 공급자의 행정체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규명할 수 있다. 각 공급자별로
행정체계를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지원센터는 공단의 장애인지원실 산하의 시범사업추진TFT의 관리를 받는

다. 따라서 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는 공단의 행정체계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지원센터 및 시범사업의 방향과 구체적인 모델수립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정책연구와 평가도구 마련
등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개발원의 행정체계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여기서 공단과 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의 하위 행정기관임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장애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지원센터가 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행정체계 속에 있다면, 지자체는 궁극적으로 행정안전부

의 행정체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는 사통망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요한 조직이며,
세부적으로는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조직된다.

[그림 2]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시범사업의 행정체계

셋째, 서비스제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민간공급체계이기 때문에, 공공의 행정체계로써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공급체계에서 민간과 공공의 복지공
급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역시 쉽지 않다. 장애인복지를 공급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은 지자체(행안부)의

관리, 감독, 평가,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구체적인 서비스 콘텐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장애인지원센터와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역시 보건복지부와 약한 관계이나마 행정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행정체계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중앙부처 수준에서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분절이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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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정체계

본 시범사업의 재정체계는 기존의 장애인복지공급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정체계와 큰 차이가 없다.
즉, 기존에 지자체나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공급하고 있던 장애인서비스의 내용이나 재원은 변화하지 않은 상태
에서, 사례관리 기관으로서 장애인지원센터가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행정체계가 크게 변화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재정체계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본 시범사업의 재정체계 분석은
현재의 일반적인 장애인복지공급체계에서의 재정체계를 분석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책과 대부분의 장애인소득보장 정책의 재원은 일반조세가 된다. 특히 장애인복지

시책 재정의 대부분은 분권교부세로 집행되는 보건복지부 지방이양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지방이양사업은 전체 67개 지방이양사업 중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은 25개로 37%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 경상적 수요사업(20개 사업)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비경상적 수요사업(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성희 외, 2011).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질병 및 부상의 발생과 치료 이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제도다. 따라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사회보험 방식으로
재정이 마련된다.
한편 국내 사회서비스 재정 지원 방식의 지배적인 방식은 기관 운영비 지원과 기관 위탁 계약이다. 이는

대부분의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적용되고 있으며, 결국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
스를 제공하는 대신 비영리민간부문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허용하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
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발달과정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이봉주 외,
지원과 기관 위탁 계약의 재원은 일반조세가 된다.
또한

2008). 기관운영비

1990년대 후반부터 삼성복지재단 등 민간 기업 복지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 복지자금

배분기관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에 의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금과 별개로 사회서비스 제공의 유력한 재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정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통해 비로소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재정 할당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자
에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이 확대되었으며,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김성희 외,

2011).

4)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의 시사점
제도분석 결과, 장애인지원센터는 서비스 대상자의 보편성이 확보되어 있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최초 진입

단계인 장애인등록 상담 때부터 원스톱의 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이 보다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범사
업 및 장애인지원센터의 본질적 수립 목적을 전반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총평할 수 있다. 실제로 1차 시범사업

64.6%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국민연금공단, 2011), 시범사업의 인력 1인당
사례 수는 기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1인당 사례 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양호한 비율5)을 보이는
등 긍정적 측면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참가 장애인의

5) 장애인지원센터 시범사업에 투입된 인력 1인당 사례 수는 30.7명이었으며(국민연금공단, 2011), 2011년 기준, 사회복지전담공
무원은 1인당 평균 962명을 관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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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서비스 공급자는 센터-지자체-기관의 3원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장애인복지 공급체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부처
수준에서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분절과도 연관이 있어, 각 공급주체 간의 역할 정립 및 연계 방안 설정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시범사업의 재정체계는 기존의 장애인복지공급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정체계와 큰 차이가 없고,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시도도 미진하여 보다 대안적인 공급체
계 개편을 위한 실험으로서 보완되어야 할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선에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제공기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장애인지원센터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작업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일선 서비스제공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동기부여책이나 인센티브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가령, 서비스제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의뢰받는 서비스에 대해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
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서비스 운영에서 벗어날 유인책이 부재하게 된다. 이는 결국 서비스지원체계가 연계하는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지원체계가 서비스제
공기관에게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김성희 외,

2011).

둘째, 장애인지원센터 및 공단의 장애인복지전문기관으로의 인식 증진이 요구된다.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공단이 중심적 주체로 등장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물론, 공단이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도리어 장애판정, 장애연금,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 등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애인복지 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현재와 같은 시범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에 대한 일반 국민과 장애인복지 전문가의 인식
및 공단의 직원들 스스로의 정체성은 아직까지 무엇인가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견지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공단은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객관적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공단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여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셋째, 전체 사회복지공급체계 개편과의 연관성 확립이다.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은 사회복지공급체계
개편의 방향에 맞추어 정합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다양한 사회복지 인구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체계 중에서도, 장애인공급체계 개편에 대한 시도가 가장 빠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 사회복지공급체계 개편은 현재 실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 시도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주체들은 거시적인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사회복지공급체계 개편 논의들을 살펴보면, 중기적으로는 사례관리
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에 설치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부처들을 통합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사업 역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논의들과 보조를 맞추며 전체 사회복지공급체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로컬리티 구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공단은 전형적인 중앙행정조직이다. 사회서비스는 그 성격상
지역을 단위로 기획되고 공급되어야 하는데 중앙집중화된 조직인 사회서비스공단이 지역의 욕구를 얼마나
개별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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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을 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즉 로컬리티(locality)의 확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애인서비스 연계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의 선호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현재와

같이, 장애인지원센터가 일선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한다고 하여도, 서비스제공기관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방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직영 방식이 아닌 민간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하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은 크게 서비스 제공자 지원방식과 서비스 이용자 지원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김성희
외,

2011: 206), 어떠한 지원방식이 현재의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4.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역할 정립 및 연계 방안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지원센터와 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정립 및
연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제시되는 대안은 앞의 장에서 논의된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의 시사점 각각과 연관된다.

1) 장애인지원센터에 행정적, 재정적 권한 부여
현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서는 장애인지원센터의 욕구 사정, 서비스 연계 자체의

기능뿐 아니라,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였을 시, 실제적으로 의뢰된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를 환언하면, 장애인지원센터의 서비스 의뢰에 대해
서비스제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지원센터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서비스제공기관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것은 선행연구들(변용찬 외,

2010;
이달엽 외, 2010; 김성희 외, 2011)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면서 이를 보다 구체화시킨 것으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장애인지원센터에 부여하는 것이다( 그림 3〕 참조).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지원센터가 장애
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사업에서 사례관리의 중심적 기관이며, 장애인복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
부의 하위 행정체계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정책 개발 및 운영에 있어 현행 공급체계보다 효율성이
담보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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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장애인지원센터의 행정적, 재정적 기능 강화 방안

현 시범사업

개편 후

장애인지원센터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일선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음.

장애인지원센터에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및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하여, 사례관리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게 함.

장애인지원센터에 부여되는 구체적인 행정적 기능으로는 장애인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기능을 들
수 있다. 가령, 현재 사회복지시설평가는 3년을 주기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단이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향후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평가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의 협의를 거쳐, 장애인지원센터에 위임하는 것이다.
행정적 기능뿐 아니라, 재정적 기능의 부여도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제공기관은 인력과 시설규

모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하여,6) 후원금과 이용료 등을 활용해 기관을 운영하고
적절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데(김성희 외,

2011), 향후에는 장애인지원센터가 일선 서비
스제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 권한을 장애인지원센터에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재정구조를 개편하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 된다. 즉, 장애인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경우 대부분이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되는데,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한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비율
로 재정을 분담하는 이른바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만약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보조

금 지급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면, 기존에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지자체에 교부하던 재정을 장애인지
원센터(공단)로 바로 전달하게 되고, 지자체가 일선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지원하던 매칭펀드는 어떠한 공급체
계를 통해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매칭펀드의 지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고보조금 중, 장애인복지 관련 교부금은 장애인지원센
터(국민연금공단)로 지급하고, 지자체가 일선 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매칭펀드는 현행과 같이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고보조금과 매칭펀드 모두를 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일선 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것이다.

6) 장애인복지 서비스제공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재정을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세
입예산 중, 정부보조금이 64.1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업수익이 18.29%, 후원금 4.50%, 민간재원 2.21%, 법인전입금
2.1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12). 장애인복지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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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펀드 지원에 대한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어떠한 것을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에 있어 정책으로
결정할 것인가는 추후 심도 있는 연구 및 공개적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하되, 본 연구에서는 로컬리티
의 구현을 위해서는 후자의 지원 방식이 보다 나을 것이라 판단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후술하도록
한다.

2) 공단의 조직 개편
국민연금공단은 본래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이사장을 정점으로, 기획이사, 업무이사, 기금이사가

있다. 이중 장애인지원센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업무이사로서, 장애인지원센터는 업무이사 산하의 장애인
지원실 소속이 된다. 업무이사의 또 다른 업무를 살펴보면, 업무이사 아래에 장애인지원실과 함께 고객지원실,
가입지원실, 연금급여실, 정보시스템실, 기초노령연금지원센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가 있어, 업무이사의 주
된 업무가 사회보험(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즉, 업무이사 하위 조직 중 장애인지원실만이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부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외에 국민연금
공단 공단 이사장 직속으로 장애심사센터를 두어 장애인등록과 관련한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지원실이 사회보험에 중점을 둔 업무이사 아래에 편제되어 있고, 장애심사센터는 업무이사 및
장애인지원실과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는 현 상황은 장애인복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
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이승기,

2011).

공단이 명실 공히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행 전문기관으로서, 증대된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장애인복지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애인지원실을 별도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이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이사 체제가 현재의 여건 상 어렵다면 장애인지원실이 이사장
아래의 직속체제로라도 재편되어야 한다(이승기,

2011). 또한 이렇게 개편된 장애인지원실 산하로 현재의 장애

심사센터가 소속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 업무 추진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효과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공단이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게 된다면, 조직과 업무내

용에 부합하는 공단의 명칭 변경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현재의 명칭(국민연금공단,

National
Pension Service)은 연금업무에 한정된 표현이므로, 향후 '국민연금서비스공단(National Pension & Service
Corporation)'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전체 사회복지공급체계 개편의 중심적 역할 준비
향후 장애인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공급체계에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원스

톱 복지서비스를 책무성 있게 공급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공단과 센터는 향후 추진될 전체 사회복지

공급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전체 사회복지공급
체계 개편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공단과 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이 정립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장애인복지 관련

콘텐츠와 예산의 최초 생산자인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행정조직을 빌리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통제 하에
있는 장애인복지 전문공급체계를 통하여 장애인복지의 집행까지 직접 수행한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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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고 있는 전체 사회복지공급체계 개편 주장들 중,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행안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는 안과 상통한다.

[그림 4] 장애인복지공급체계와 사회복지공급체계 개편의 관계

향후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안

전체 사회복지공급체계 개편안

전체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지원센터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사회복지청
및 사회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토대로 장애인복지공급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운영되는 사회복지공급체계가 구축됨.
즉, 장애인 대상 사례관리 및 장애인서비스지원기관에 대한 감독을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장애인지원센터에

서 수행하는 모형은, 향후 노인, 실업자, 저소득층 등 전체 사회복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및 사회복

지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감독을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공단을 통합한 조직 산하의 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때 통합된 사회보험공단을 통제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현재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로드맵은 최근 선진국들의 노동복지(workfare)의 경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공단은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 작업에서 습득한 제반 정책적 지식과 경험, 갈등관리 능력 등의 노하우를,

향후 전개될 사회복지공급체계 개편 작업에서 풀어내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중심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기관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필요한 자료, 자원, 네트워크 등을 축적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4) 로컬리티 구현을 위한 연구 및 지자체와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
본 연구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공단은 선거와 거의 무관하기 때문에 지역의 복지정치, 즉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대해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여지가 있으며, 공단의 조직 특성 상, 공단
본부에서 생산한 콘텐츠가 신속하고 효율적이지만 지역성이 담보되지 못한 채, 결국 효과성이 낮은 상태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첫째,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1, 2차 시범사업 지역형을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으로 나누었는바, 각 지역
형별 및 지역별로 로컬리티 확보 차원에서 어떠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수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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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장애인지원센터가 지역별로 몇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서비스
를 제공하였고, 만족도가 어떠하였다는 팩트 자체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가령, 각 지역별
로 조사된 계량화된 수치는 로컬리티가 독립변수가 되어 나타났다는 가정 하에, 정성적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애인지원센터가 지자체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장애인지원센터가 지역의 복지정치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적으로는
지자체의 부분적인 감독 하에 장애인지원센터가 위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자체의 감독 및

슈퍼비전이 센터에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의 매칭펀드를 장애인지원센
터에 제공하고, 센터를 통해 일선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센터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 달성한 성과를 지역의 복지정치 및 주민의 복지욕구에
기반을 두어 평가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센터가 로컬리티를 구현하는 장애인복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인지원센터가 지역의 복지환경에 부합하는 특화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권

이 부여된 예산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생산한 프로그램을 집행하
는 역할뿐 아니라,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재원 지원 방식을 포괄보조금(block

grant) 형태로

개편하자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적은 예산부터 시작한다 할지라도, 센터가 로컬리티를 구현할 수 있는
복지기획력을 점차 신장할 수 있도록, 센터자치재정을 확보해 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 되리라 보인다.

5) 바우처 방식의 재정지원 확대
장애인지원센터가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일선 서비스제공기관에 장애인을 연계해 주었을 때, 서비스제
공기관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서, 센터에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한 역할을 정립시키는 것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센터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센터의 서비스 연계 자체가 일선 기관에게 보다 구속력 있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서
비스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을 장애인의 자립생활, 소비자주의, 당사자주의 등의 패러다임에 걸맞게 개편하는
것이 요구된다.

재정지원방식 개편의 유력한 방향은 ‘바우처 방식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철학과 패러다임은 장애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되었지만 이를 반영한 장애인복
지 재정방식의 개편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김성희 외,

2011). 즉,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원을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재정지원방식이었다. 물론,
2010년 시행된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이나 2011년 도입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에서 서비스 이용자에
게 재정을 지원하는 바우처 방식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에서 10%도 안 되는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7)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을 둔 바우처 방식의 도입은 장애인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고,
7) 실례로서, 2009년 보건복지부의 전체 장애인복지서비스 예산 851,606,000천 원 중 보조금 방식의 공급자 재정 지원 예산은
795,025,000천 원으로 전체 장애인복지서비스 예산의 93.4%로 나타났으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와 장애아동재활치료바
우처사업 등 이용자 재정 지원 예산은 56,581,000천 원으로 전체의 6.6%에 불과하였다(김성희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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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장애인지원센터가 서비스제
공기관에 장애인 서비스를 연계해 주었을 때, 연계에 대한 실제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높여 주리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경직적인 재정구조 하에서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건 제공하지
않건 기관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바우처 방식에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만 재정지원
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바우처 방식의 재정지원 방식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실현 및 장애인복지공급체계의 효과성 증진에
도 기여하는 바가 크며, 따라서 장애인복지에서 바우처 방식으로의 재정지원 방식을 채택하는 사업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요구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 정립과 연계

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복지공급체계의 현황 및 개편추진에 대한

문헌검토와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대한 제도분석 등을 실시하여, 개편에의 시사점 및 각
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방안으로 장애인지원센터에 행정적, 재정적 권한 부여, 공단의 조직 개편, 전체 사회복

지공급체계 개편의 중심적 역할 준비, 로컬리티 구현을 위한 연구 및 지자체와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 바우처
방식의 재정지원 확대 등으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역할정립 및 연계방안은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을 위해 이상의 방안들은 실제 정책 및 실천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및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미시적,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략 및 프로그램
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와 장애인지원센터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지원센터의 서비스연계 기능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센터에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센터가 일선 서비스제
공기관을 평가하거나, 서비스제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현실화되기에

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기능이 적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센터의 권위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센터에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추구하되, 단기적으로는 센터가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서 센터에 준평가

(quasi-assessment)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센터가 수행하는 준평가 기능은 일선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 센터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을 검증한 결과를 ‘지자체-장애인지원센터 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해 지자체와 공유하
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해당 지역 내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보다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를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 각 기관에 대한 지원을 그 기관이 지역의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서비스제공기관의 경쟁력 및 장애인당사자의 복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으리

라 판단된다. 또한 일선 장애인서비스기관들은 센터의 평가에 의한 피드백을 통해 당 기관의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운영과 사업에 대해 보완 및 활성화시킴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시설평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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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단에서는 일선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준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며,
본 지표는 각 장애유형 및 이용/거주시설 종류별로 특화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센터에
의해 수행되는 준평가는 단순히 관리/감독의 기능을 넘어, 일선 장애인기관에 대한 피드백 및 컨설팅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의 구축 및 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간

MOU 체결이다. 장애인지원센터는 공단 산하기관으로서,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현존하고 있는 공단의 지역조직(지사 및 상담센터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단의 지역조직은 기초자치단체(77개 시, 88개 군, 69개 구) 모두에 존재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공단의 지역조
직이 다른 준공공기관에 비해 상당한 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의 접근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장애인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센터의 수가 양적으로 확대되어,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에는 한
개소씩 배치하는 것이 시급하나, 단기간 내에 센터를 양적 확대를 시행할 수 없다면,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근접해 있는 기초자치단체들끼리 MOU를 체결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센터에
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단 및 센터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근무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시적
조건 중 하나로서, 센터의 인력들이 사례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실제로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등에 있어 얼마만큼의 근무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근무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선,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례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관리는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사정 및 지역사회의 서비스 자원에 대한 이해가 요구
되는 매우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기술이다. 따라서 사례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사례관리자 양성교육의 대상자는 사회복지현장 경력이 최소 3년 이상된 인력을 대상으로, 지식과 경험, 훈련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급수를 설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단 및 센터 인력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센터 본연의 기능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
게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센터에서 수행되는 노동은 본질적으로 서비스산업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 인력의 동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인사고과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 센터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변화하는 장애인서비스공급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복지패

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복지 수요자인 장애인의 ‘장애심사’ 및 ‘장애인등록’ 단계부터 ‘상담’,

‘서비스이용’,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어 장애인서비스
공급체계인 장애인지원센터, 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정립과 연계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가 장애인서비스공급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데 다양한 함의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지원센터, 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정립 및 연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에 대한 제도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제도분석은 말 그대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분석에 집중한
것으로서, 시범사업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심층적ㆍ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1차 및 2차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계량화된 데이터 및 질적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제언한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들 각각에 대해, 관련 당국 및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정량적,
정성적으로 객관성과 의미가 담보된 보다 심화ㆍ발전시킨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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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rection of restructuring of welfare provision system for the
disabled: centered on role establishment and connection methods among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of Korea,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Lee, Jun Woo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in Kangnam University)
Jeong, Ji Woong
(Professor, Seoul Jeil Graduate University)
Lim, Soo Jeong
(Doctor Course Student of Graduate School, Ka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restructuring of welfare provision system for
the disabled, centered on role establishment and connection methods among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of Korea,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his study performed institution analysis
on the 'restructuring project of services for the disabled' which stipulates the roles of the center for the
disabled, and drew implications of role establishment and connection method among each subjects.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oposed the role establishment and connection methods among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of Korea,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s follows: first, to give administrational
and fiscal authorization to the center for the disabled, second, organization restructuring of national pension
service of Korea, third, preparing of doing central role of restructuring of entire social welfare provision
system, fourth, locality realization and construction of feed-back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er for the disabled, and fifth,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of voucher.
Key words: welfare provision system for the disabled, the center for the disabled, institution analysis, role
establishment and conne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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