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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changes on the delivering
features of the adult home care services in England. For this, this study
concentrated on themes of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financing,
provision agency and quality assurance system of adult home care
services.
This study shows three inter-related trends in England. First, the
increasing demands of care services have changed the flow of public
financing. There is a tendency to provide public finance directl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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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하고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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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users rather than to aid service provision agencies. It can be called
marketization. Second, this changing pattern of public financing
results in accelerating diversities in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provision
agencies, especially the expansion of for-profit organizations, so called
privatization. Third, as the role of private sector had expended,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to assure
users’ right to choose safe and effective services was raised. The study
findings can be utilized as a basic information for reviewing or reforming
the care service institutions in other countries.
Keywords:
Management

62

사회서비스연구

Home Care,

Marketization,

Privatizaton,

Quality

Ⅰ. 서론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성인 돌봄서비스가 꾸준히 확대되어 가
고 있는 현상은 서구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인구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등과 같은 사회구조
적 변화로 인한 서비스 수요의 폭발적 중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과거의 소극적인 수혜자의 지위에 있
었던 이용자들은 다양한 자기목소리를 내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서
비스를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높아졌다. 이런 흐름은 서비스
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을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부가 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정을 제공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에서
수요자에게 재정 또는 재정을 집행할 권한을 제공하고, 수요자는 국
가로부터 받은 재정 또는 권한으로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수요자 지
원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제공기관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의 변화와
함께 국가는 이용자에게 폭넓은 선택을 보증한다는 명분에서 기존
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더하여 새로운 제공기관의 진입을 권장하면
서, 다양한 제공주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진입규제 완화 정책은 이용자의 선택을
보증한다는 취지와 함께 증가하는 서비스 욕구에 대하여 민간이 주
도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하도록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흐
름은 어떤 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이용자 선택, 제공기관 간의 경
쟁, 서비스 시장화, 서비스 민영화 등으로 표현된다.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와 민영화는 국가의 서비스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축소시
키고, 민간이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사회서
비스의 시장화, 민영화의 흐름은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성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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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민
간참여의 확대는 전통적인 비영리조직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영리
조직에게도 적극적으로 권장되기도 한다.
영리조직의 확대는 이용자의 안전한 선택을 보증하는 방안으로
국가의 품질관리기제의 필요성이 부각되게 된다. 이런 일련의 흐름
은 1990년대 이후 서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으며, 일본
과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 걸
쳐서 유사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크게는 여
러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
으로 보면 나라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 어떤 나라는 단기간에 서비
스 시장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나라는 매우
조심스럽고 점진적이기도 했다. 또 영리조직의 진입에 매우 적극적
인 나라도 있었지만, 반면에 매우 소극적인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재정지원방식의 변화, 제공기관의 성격과 구성의 변화,
국가의 품질관리제도의 변화는 순환적 연관성을 가진다는 세계적
인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순환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는 나
라마다 다르며,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돌봄서비스 제도의 대표적인 국가로 언급되는 영국
의 잉글랜드(England)1)에서 보이는 돌봄서비스 제도의 변화 동향
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2011년 기준 영국의 인구는 6천 3백만 명이며, 면적은 24만 ㎢이다. 잉글랜드(5
천 3백만), 웨일즈(3백만), 스코틀랜드(5백 3십만), 북아일랜드(1백 8십만)의 연
합 국가이며, 각 국가의 독립성은 아주 높은 편이다. 따라서 돌봄비스의 기준이
나 내용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잉글랜드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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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돌봄서비스의 변화와 커뮤니티케어
1. 서비스 제도의 변화

영국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발전된 과정을 ‘사회복지서비스 제
도 부재기(19C - 베버리지 개혁)’,‘사회복지서비스 제도 형성기
(베버리지 개혁 - 1960년대 초반)’,‘사회복지서비스 제도 확립기
(1960년대 중반 - 현대)’로 구분할 수 있다(정영순, 1994). 이러한
시기 구분은 해당 시기를 기점으로 중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베버리지위원회 (Beveridge
Commission), 시봄위원회(Seebohm Commission), 그리피스위원
회(Griffiths Commission) 등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베버리지 보고
서 이후 비로소 사회복지서비스 욕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시봄
보고서 이후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 Department)
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부서가 독립적으로 확립되고, 그리피스보고
서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
루어졌으며, 이 변화를 실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국의 역할이 크
게 개편되었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1968년 시봄보고서(The
Seebohm Report)에 기초하여‘사회서비스국’이라는 하나의 부서
로 통합되었다. 아동국과 복지국은 사회서비스국으로 통합되었고,
보건부서는 NHS로 이관되었다(오정수, 1994). 시봄보고서에서 지
역사회 중심의 서비스가 강조되었고, 사회서비스국은 이전의 분절
적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사회복지사를 고
용하여 지역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오정수,
2000). 사회서비스국은 1970년에‘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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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Social Service Act)’제정으로 1971년 4월부터 지방정부
내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법정조직으로 발전했으며(이영찬,
2000), 이 법에 의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정부
에 맡겨졌다. 지방정부는 서비스 계획 및 전달은 물론 서비스 재정
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었고, 중앙정부는 국가수준의 정책 수
립과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서비스 수준과 예산집행을 감독
하는 역할 수행을 담당하게 되었다. 최소한 1970년대까지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류는 공공부문이었고 , 민간부문이나 가족의 역할은 보
조적 위치에 불과하였다(오정수, 2000). 또한 지방정부가 직접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사회서비스국의 조직은 1988년 그리피스 보고서(The Griffiths
Report) 발표와 뒤이은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이하NHSCCA)’의 시행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Tunnicliffe et al, 1993). 그리피스는 그의 보고서 ‘Community
care : an agenda for action’에서 개인의 돌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는 중단되어야 하고, 거기에 사용되었던 예산은
지방정부로 이전되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이용자의 경제적 능력과 돌봄 욕구에 대한 사정을 거쳐
집행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Griffiths, 1988). 이와 함께 보건, 사회
보장, 사회서비스, 사립 및 민간비영리사회복지조직들 간의 책임의
분절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복지 및
돌봄서비스의 기획, 조정, 급여지급의 책임이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국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게

되었다

(Glendinning, 1991). 이런 영향으로 사회서비스국의 직접적인 사
회서비스 제공 역할은 현저히 줄고, 서비스 구매와 관리 역할이 강
화되었다(전용호․정영순, 2010). 영국의 보수당 집권 시기에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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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CCA는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에 의해서도 기본적인 골격
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서비스 질의 향상과 품질관리 방안이
이전보다 더 강조되었다.

2. 커뮤니티케어의 모습

돌봄서비스는

아동법(Children

Act)에

의한

아동서비스와

NHSCCA에 의한 성인서비스로 구분된다. 돌봄서비스의 담당 중앙
부처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이며, 중앙정부의 역할은 서
비스의 골격, 자격기준, 공급방식, 이용자의 참여와 선택 보장, 서비
스 품질기준, 이용자의 요금부담 제도, 서비스의 제공절차 등의 광
범위한 영역에 대한 서비스 지침(guidance)을 개발하고 이를 지방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김용득, 2007).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서비스국에서 담당하며, 각 지방정
부는 중앙정부의 지침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재량권한을 행사하
며, 서비스 제공의 전 과정을 관장한다. 영국의 사회서비스 제도는
지방정부의 재량적 운영을 폭넓게 존중하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 마
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형태가 다르다(정기혜 외, 2012). 영국 전역
에 서비스 공급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152개에 이르기 때
문에 이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어렵다. 본고에서는 성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성인에

대한

커뮤니티케어서비스는

거주서비스(residential

services)와 비거주서비스(non residential services)로 구성되며, 비
거주시설 서비스는 크게 데이서비스(day services)와 같은 개인이
시설을 방문하는 형의 서비스와 홈케어(home care)서비스처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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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있다. 영
국에서 커뮤니티케어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의미를 간단히 표현하기는 어렵다. 1948년 또는 그 이전부터 거의
모든 집권 정부는 커뮤니티케어로 표현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개
혁을 시도하였다(Lewis and Glennerster, 1996). 이처럼 1990년 이
전의 커뮤니티케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지향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 NHSCCA의 제정으로 커뮤니티케어
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집행체계와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화되
었으며, 이 법은 제정 후 3년간의 준비를 거쳐 1993년에 시행되었
다. 1990년대 제도로서의 커뮤니티케어는 시장원리의 채택, 지방정
부에 서비스 제공책임 이양,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의 구축, 공급주체
의 다원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 제도는 성인 취약계층의 서비스 집
행방식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은 장애인, 노인, 정신
장애인 등이다.
NHSCCA의 근본적인 입법 의도는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다. 커뮤
니티케어를 둘러싼 논쟁들을 다루고 있는 많은 문헌들에서는 입법
의 핵심적인 목표는 공공비용의 삭감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입법과정에서는 비용 삭감을 위한
고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서비스 계획과 전달에 합리적이
고 체계적인 기제들을 도입하는 것이 비용 삭감에 못지않게 중요하
게 다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NHSCCA 제정의 핵심 목적은 사
회적 서비스에서 시장중심의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었지만, 이와 더
불어 이 법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
도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Harris and Chou, 2001).
Lewis와 Glennerster(1996)는 1990년 법의 입법 배경을 보다 구
체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배경은 거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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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서비스 지출의 급속한 증가이다. 1980년 이전에는 거주시설 서
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지방정부 책임이었으며, 수급
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었다. 1980년부터는 법적 자격을
갖추면 지급되어야 하는 사회보장 급여로 바뀌고, 지원책임도 중앙
정부로 이관되었다. 이런 변화는 시설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두 번째 배경은 사회보장 정책의 ‘의도
와 반하는 효과(perverse effects)'에 대한 비판이었다. 정부 정책은
지역사회기반의 서비스를 더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시설 입소
가 급격히 증가하는 ‘의도에 반하는 효과’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
는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Glendinning, 1991). 정부의 감독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사회보
장 정책의 의도에 반하는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
는

완전히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Audit

Commission, 1986).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피스(Griffiths, 1988)
는 'Community care: an agenda for actio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돌봄 비용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는 중단되어야 하며, 여기에 사용되
었던 예산은 지방정부로 이전되어 집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이 예산을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과 돌봄 욕
구에 대한 사정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런 논의들은 돌봄에 대한 공급자와 구매자를 분리하는
(purchaser-provider split) ‘혼합경제(mixed economy)’를 구축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와 함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가 도입되
었는데, 이 체계를 통하여 케어매니저에게 개별 서비스 이용자에 대
한 예산 집행의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이 책임 속에는 개인의 욕구
를 사정하고, 서비스 공급자들을 파악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예산을 할당하는 일들이 포함되었다(Harri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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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u, 2001). 영국의 커뮤니티케어를 표현하는 핵심 요소들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효율성의 증진과 이용자의 선택을 표방하는 시장기
제의 도입이다. 이 원리에 의해서 서비스 구매자와 제공자를 분리하
였다. 둘째,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의 강화이다. 지방정부 역할은
과거의 직접 서비스 제공자에서 서비스 욕구사정, 서비스 구매, 서
비스 비용의 지불 등의 역할로 변화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privatization)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던 서비스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대신에 개인이나 민간 기
업이 운영하는 서비스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넷째, 지역단위의 보편
적인 사정체계의 수립과 케어매니지먼트를 통한 서비스 전달과 관
리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성인은 해당 지방정부
의 일원화된 창구에 사정을 신청하며, 사정의 결과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이 운영하는 조직에 의해서 서비
스가 일괄적으로 관리된다.

Ⅲ. 주요 현황과 서비스 과정
1. 주요 현황

커뮤니티케어에 의한 돌봄서비스는 성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광범위한 영역의 서비스를 말하며, 주요 공공서
비스들 중 하나다. 2011-12년2) 현재 150만 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
으며, 이 가운데 120만 명이 지역사회서비스 (비거주시설서비스 )를
이용하고 있고, 30만 명이 거주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전체
2) 영국은 회계연도가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이므로 연도표시 체계가 다르다.
2011-12년이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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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명의 이용자 중 68%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32%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이다(The information centre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13). 서비스가 포괄하는 어려움의 범위는 신체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약물중독, 기타취약성 등이다.
2011-12년 현재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120만 명 가운데, 서
비스 현금지급이나 개인예산제도 등의 자기주도적 지원(self
directed support)을 받는 사람은 53만 명이다.3) 나머지 67만 명은
지방정부에서 구매해 준 서비스를 이용한다. 지방정부에서 구매해
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서비스 종류별 이용 현황을 보면,
홈케어(home care) 517,000명, 보조기구(equipment) 431,000명,
전문 지원(professional support)4) 268,000명, 주간보호(day care)
159,000, 단기보호(short term residential care) 70,000, 식사배달
(meals) 60,000명, 기타 107,000명 등이다(The information centre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13).5)

2. 서비스 과정

사회적 돌봄서비스 제공은 잉글랜드 150개 지방정부의 책무다.
그들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지역의 환경과 필요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정부는 어떤 개인이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판
3) 자기주도적 지원을 받는 숫자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0-11년 377,000명
이던 것이 2011-12년에는 527,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중 서비스 현금지급을
이용하는 사람은 139,000명으로 전년도 보다 11%나 증가하였다.
4) 지방정부 care manager, social worker, occupational therapists 등으로 부터 받
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는 케어매니지먼트에 포함되는 서비스가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보다는 18-64세의 성인층에서의 이용이 더 많으며, 상담 또는 가족지
원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5) 지방정부에서 구매해 준 서비스를 이용하는 총 이용자 수와 각 종류별 서비스의
이용자 수를 합한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용자 가운데 복수의 서비스를 이용하
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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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배정한다. 서비스에 대한 지방정
부의 책무는 각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을 통해 전달되고, 사회서
비스국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 지방정부가 자
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비스가 진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의뢰와 사정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의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은 본인의 신
청, 보호자나 가족 등에 의한 신청, GP 의사 등의 전문가의 신청 등
이다. 지방정부가 욕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사정은 지방정부
의 의무이다.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욕
구에 대한 사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만약 서비스 신청자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애가 있다면 지방정부는 반드시 사정 절차를
진행해야하고, 법적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지방정부의 재량
에 따라 사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The Legal Services
Commission, 2004).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은 신청 후 28일 이내
에 신청자에 대한 사정을 완료하여 서비스 필요 여부를 통보해야 한
다. 서비스 욕구에 대한 사정은 대상자의 재정능력과 관계없이 욕구
만을 기준으로 한다. 욕구사정 중에 별도의 과정으로 재정에 대한
사정(financial assessment)을 실시하여 얼마만큼의 비용을 이용자
가 스스로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한다(정기혜 외, 2012).
욕구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방정부는 서비스 자격기
준(eligibility criteria)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결정
해야 하며, 서비스 욕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지방정부는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욕구를 판단하는 기준
은 <표 3-1>과 같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서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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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서비스 제공 판단 기준: 독립성에 대한 위험 수준 평가 기준
구분

기준(각 항목들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
∙ 생명을 위협받고 있거나 위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심각한 건강문제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현재 생활환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선택이나 통제가 전혀 또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불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심각한 학대나 방임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심각한 수준

∙ 중대한 영역의 신변관리나 일상 가정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Critical)

∙ 노동, 교육, 학습 등에 대한 참여가 치명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없거나 없게 될 것으로 보이
는 경우
∙ 핵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가 마련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
우
∙ 중대한 부분에서 가족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
으로 보이는 경우
∙ 현재 생활환경에서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 선택이나 통제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 학대나 방임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중대한 수준

∙ 많은 부분에서 신변관리나 일상 가정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Substantial)

∙ 노동, 교육, 학습 등에 대한 참여가 유지될 수 없거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많은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가 마련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많은 부분에서 가족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
로 보이는 경우
∙ 몇 가지 부분에서 신변관리나 일상 가정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통상적인

∙ 몇 가지 부분에서 노동, 교육, 학습 등에 대한 참여가 유지될 수 없거나 없게 될 것으로 보이

수준

는 경우

(Moderate)

∙ 몇 가지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가 마련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몇 가지 부분에서 가족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 한두 가지 부분에서 신변관리나 일상 가정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한두 가지 부분에서 노동, 교육, 학습 등에 대한 참여가 유지될 수 없거나 없게 될 것으로 보

낮은 수준

이는 경우

(Low)

∙ 한두 가지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가 마련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
우
∙ 한두 가지 부분에서 가족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출처: 김용득․변경희․임성만․강희설․이정호․장기성․전권일․조순주, 2007.

수준에 있는 경우에만 욕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중대한
수준에 있는 경우에도 욕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6)
6) 잉글랜드 지역 지방정부에 대한 2012-13년 기준 조사결과를 보면 지방정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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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국의 사정이 끝나면 신청자 개인에 대한 보호 계획
(care plan)이 세워지고, 보호계획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용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지원
을 받는 방법, 서비스 현금지급이나 개인예산을 통해서 스스로 서비
스를 관리하는 방법, 케어홈(care home)으로 이주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보호계획서에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받게 될 서비
스, 그에 따른 요금, 계획이 점검된 날짜 등이 기록된다. 지방정부가
일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도 있고, 민간보호기관과 같은 다른
조직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동의한 내용이 계획서에 있
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사정이 끝난 후 서비스를 대기하는 동
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서비스 개시 3개월 이내와
그 후 1년 이내에 이용자의 보호계획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The
Legal Services Commission, 2004). 보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
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ㆍ사정을 통해서 확인된 충족되어야 할 욕구에 대한 기록
ㆍ합의된 성과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내용
ㆍ확인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취해져야 하는 조치 등에 대한 위
험 사정 내용
ㆍ급작스런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시의 지원에
정이 투입되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정하는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
난다. 1%의 지방정부는 ‘낮은 수준’부터, 13%의 지방정부는‘통상적인 수
준’부터, 83%의 지방정부는 ‘중대한 수준’부터, 2%의 지방정부는‘심각한
수준’인 경우에만 욕구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e Quality
Commiss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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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내용
ㆍ개인이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서비스 비용에 대한 사항
ㆍ보호자나 기타 관계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
ㆍ(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보호자에 대한 사정을 통해서 확인
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지원 내용
ㆍ보호계획을 재검토 할 날짜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비
스 현금지급이나 개인예산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선택하는 경
우 제공될 지원서비스가 정확히 기재된 보호계획을 통해서 서비스
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된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급받아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하게 된다. 이 과정을 ‘자기
주도적 지원(self directed support)’이라 칭한다. 자기주도적 지원
을 통해서 개인예산이 결정되는 가장 일반적 방법은 자원할당시스
템(Resource Allocation System; RAS)을 통해서이다. RAS 절차는
먼저 supported self assessment 질문지에 이용자가 응답하도록 하
고,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욕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하여 할당한다.

3) 이의제기

돌봄서비스 이용 과정에는 모든 결정에 이용자가 참여할 권리와
결정에 이의제기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7).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경우는 서비스 부족, 서비스 거절, 서비스 제공 지연, 직원
의 행동이나 태도, 직원이나 패널의 구성에 대한 의견, 진행과정에
7)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이 제시되며, 각 지방정부는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문건으로 제작하
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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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견개입의 부족 등 이다.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용자뿐 만 아니라 보호자, 이용자의 편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Birmingham Social Services Department, 2002).

Ⅳ. 홈케어 재정지원방식(commission strategy)
의 변화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에게 법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
임을 부여하고 있고, 각 지방정부는 국가적으로 마련된 요구의 기준
을 적용하여 각 지방정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욕구를 가진 사람에
게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국가적으로 마련된 기준은 일상적인 생활
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독립적
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서비스를 제공
할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공급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여 이
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공적 책임으로 포괄하지 못
하는 중간 욕구나 낮은 욕구의 경우는 지역사회 민간 비영리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대응한다(정기혜 외, 2012).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에 속하는 영역인 개인에게 할당되는 서비
스의 경우, 그 양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사정을 통해서 도출된다.
지방정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가

자원할당시스템 (Resource

Allocation System, RAS)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임시예산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중간급 이상의 관리자와 재정담당자가 참석하는 재정
패널(funding panel)을 통해서 최종적인 수준을 조정한다(정기혜
외, 2012). 임시예산이 할당되면 구체적으로 서비스 계획이 수립되
고, 이 계획을 통하여 서비스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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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식사준비와 장보기, 청소, 빨래 등에 대
한 보조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당 10시간의 서비스가 필요하
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공급기관과의 구매계약을 통해
서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 현금지급이나 개인예산제도를
이용해 이용자가 직접 보조인을 모집하거나 이웃, 가족 등을 보조
인으로 쓸 수도 있다. 또한 5시간은 지방정부가 계약한 서비스로 받
고, 나머지 5시간은 서비스 현금지급이나 개인예산제도를 통해 스
스로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친구나 이웃, 가족 등을 보조인으로 쓸
수도 있다(정기혜 외, 2012).
커뮤니티케어의 사정 절차를 거쳐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 외
에, 보다 경한 장애가 있거나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에는 re-ablement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NHSCCA
가 정하는 서비스와는 별개의 기준으로 운영된다.

1. 지방정부의 서비스 구매(1993년 이후)

NHSCCA의 제정으로 지방정부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던 역할
에서 서비스의 계획, 조정, 구매자로서의 역할로 변신하기 시작했
다. 지방정부는 확보하고 있는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필요
한 서비스를 자유로이 민간으로부터 구입하는 조정자의 역할이 보
다 강조되었다. 지방정부의 서비스 직접제공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
처정부의 의무경쟁 입찰제도에 의해서 민간부문과 똑같이 입찰에
참가해야 했다(우국희, 2006). NHSCCA가 시행된 1993년 직후에는
여전히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많이 구매되었지만, 점차
적으로 공적부문이 제공할 수 없는 틈새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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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적 부문과의 계약이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의 급격한 확대가 이
루어졌다(우국희, 2006).
비영리기관이나 영리조직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참여
하는 방식은 지방정부의 서비스 구매행위(commissioning) 또는 계
약(contracts)을 통해서 이다. 구매자와 제공자 사이의 계약이 구체
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들이 결정되어야 한다. 계약
을 장기간으로 할 것인가 단기간으로 할 것인가?, 계약을 포괄적으
로(block) 할 것인가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건(spot)으로 할 것인
가?, 고정가격(fixed-price)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소요된 비용을 지
불하는 방식(cost-plus reimbursement) 으로 할 것인가? 특수한 상
황변화를 고려하는 계약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Knapp, Hardy and Forder, 2001). 이런 쟁점들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성과, 적절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능력, 현재와 미래의 시
장의 모습, 직원훈련이나 제공역량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들의 투자
의사와 투자능력 등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
식으로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가 결정될 것이다(Knapp et al., 2001).
1990년 이전에는 공공과 민간(특히, 비영리 민간)의 재정적 연결
은 통상 포괄적 보조금(unspecified grant) 방식이었다(Knapp et
al., 2001). 공식적인 계약은 거의 없었으며, 특별한 욕구를 가진 이
용자를 위하여 특수한 전문가를 배치하기로 하는 정도의 계약이 일
부 있었지만 매우 느슨한 형태였다. NHSCCA가 시행된 1993년부터
1996년까지를 보면 지방정부들은 외부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다소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한
가지 이상의 계약방식을 사용하면서 가장 적합한 방식들을 계속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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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가 민간과 계약할 때는 일반적으
로 다음 다섯 가지 중의 하나의 방식 또는 둘 이상을 혼합한 방식을
사용한다(Knapp et al., 2001; Matosevic et. al., 2001).
첫째는 Block contracts 방식이다. 이는 포괄계약이라고 하는데,
미리 정한 시간 또는 사람 수 만큼 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
속하고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전에 지급한다. 이 방식에서는 계약
한 만큼의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계약된 액수가 지
불된다. 이 방식은 공급자에게 일정한 액수를 보장하기 때문에 공급
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Call-off & Spot contracts 방식이다. Caff-off 방식은 시간당 가격을
미리 정하고, 서비스가 제공되면 이 가격을 지방정부가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대개의 경우 연 단위 협상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Spot 방식은 서비스가 제공
되는 시점에 가격을 결정하고 동시에 결정가격에 따라 비용을 지불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에서 제공된 개별
서비스 단위로 가격을 협상한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이용자가 서비
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비용이 지불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매자들
은 Spot 방식과 같은 융통성 있는 방식을 선호하지만, 공급자에게는
불안정성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이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공급자가 제한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가격이 높게 책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문제 때문에 Call-off & Spot
contracts 방식이 실제로 사용될 때는 몇 개의 등급으로 가격이 정해
지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는 방식
을 사용한다. 이 방식이 영국의 지방정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는 Cost & volume contract 이다. 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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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Block 방식과 서비스 제공 건당 계약(price-by-case) 방식을 조
합하는 방법이다. 약속한 만큼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Block 방식과
마찬가지로 비용의 지불이 보장된다. 그리고 약속한 양을 초과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건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지불된다. 이 방식은 1996년 기준으로 일부 지방정부에서 채택되었
는데, 이들 대부분은 홈케어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적용되었다. 이
방식은 구매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일정한 안정성과 유연성을 가진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Block 방식보다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크다는 단점이 있으며, Call-off & Spot 방식에 비해서는 이
용자의 선택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넷째는 Grant 방식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비용지불이 이용자 수나 서비스 양과 연결되지 않는다.
Call-off & Spot contract 에서는 서비스 제공되어야만 비용을 지
불한다. Block, Grant, Cost and volume 방식에서는 일정량 또는
일정시간에 대한 구매를 보증한다. Matosevic 등(2001)은 영국 11
개 지방정부와 계약을 하고 있는 민간 공급기관들에 대한 우편조사
를 실시하였다. 제공기관들의 각 방식 적용여부 및 선호하는 유형을
보면 Spot 과 Call-off 방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형
이며, 미리 재정을 보장받는 Block 방식과 Cost & volume은 공급자
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영국의 계약유형별 사용비율과 선호비율
계약유형

각 계약유형별 기관의 비율

기관이 선호하는 계약유형

Block

28.3

31.6

Call-off

36.7

14.2

Spot

62.6

15.5

Cost & volume

18.0

27.7

Grant

7.5

4.5

출처: Matosevic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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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를 통해서 보면 영국에서 서비스 공급주체들이 지방정부
로터 재정을 받는 방식은 미리 보조금이 결정되지 않는 Call-off 방
식이나 Spot 방식을 통해서 지방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서비스 현금지급(1997년 이후)과 개인예산(2005년 이후)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책임에 속하
는 서비스의 이용자격을 얻는 사람이 지방정부에서 구매해준 서비
스 대신 서비스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칭하는 제도이
다. 서비스 현금지급제도는 지방정부에서 수립된 서비스 계획에 상
응하는 금액의 현금을 받아서 개인이 집행하고 정산하는 방식이며,
개인예산제도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사정(self-assessment)을 통해
서 필요한 현금의 액수가 산출되고 산출된 금액의 지출에 대해서 당
사자의 선호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1993년에 시행된 NHSCCA는 돌봄서비스의 시장화와 민영화를
표방한 개혁이었으며, 실제로 표방한 정치적 슬로건은 이용자의 서
비스 선택을 통한 이용자 참여의 진작이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서비스가 시장화, 민영화된다고 해서 정보와 선택능력에서 취약한
이용자의 선택권이 신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점에 대하여 1990
년대 중반부터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이용자 단체에서 정부가 표방
한 이용자 참여의 진작은 허구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
했다. 그리고 서비스를 시장화하거나 민영화한다고 선택권이 높아
지는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 대신 정부가 이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하
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의하여 1996에 Direct Payment Act가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서 서비스 현금지급제도가 시행되었다.

영국의 재가돌봄서비스 제도 동향 분석

81

서비스 현금지급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이 제도가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았는데(서비스 현금지급제도는 서비스 이
용자격이 부여된 사람 가운데 서비스 현금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8), 실제로는 전체 지역사회서비스 정부재정지출의 10% 내외
에서 증가하지 않았다. 이유는 서비스 현금지급을 선택하는 경우 이
용자는 스스로 서비스 제공기관(인력)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있고,
또 서비스 제공기관(인력)에 지불한 비용을 지방정부에 정산 보고
하는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서
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결국은 care worker를 이용자가 고용하는 것
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행해야하는 부담
도 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이용자 단체는 다시 이용자 참여를 진
작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시늉만 했다고 정부를 비판 하였다.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정부는 개인예산제
도(personal budget)를 대안으로 채택하였다. 이 제도는 2003년도
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05년에는 13개 지방정부가 시범사
업에 참여하였다. 2006년부터는 영국의 전체 지방정부에 도입되어
있다. 이 제도는 서비스 현금지급제도가 확산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제거하고, 동시에 발달장애인과 같이 서비스 현금지급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도 서비스 현금지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입되었다. 개인예산제도는 현금을 지불받는 것에서 더 나아
가 서비스의 설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용자의 자
기주도성(self-direction)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예산으로
받은 현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brokerage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서비스는 지방정
8) 서비스 현금지급제도는 커뮤니티케어 사정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격이 부여된
사람 가운데 서비스 현금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방
식대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예전처럼 지방정부가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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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재정을 부담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인데, 서비스 현금
지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서비스 탐색과 서비스 비용
지출에 대한 정산 그리고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broker가 대신해 준
다. 이용자는 지방정부 또는 민간 서비스 조직에 고용되어 있거나
자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한(가족이나 친척도 가능) broker에게 서비
스 이용 주문을 주면, broker가 적절한 서비스를 찾고, 이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번거로운 일을 대행한다.
개인예산제도는 계속 확대되면서 자기주도적 지원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개인예산은 서비스 이용자
격을 얻은 사람들에게 자원(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평하게 배분
하는 장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용자격을 승인받은 이용
자가 자신의 상황과 욕구를 직접 기입하는 자기사정(self-assessment)을
토대로 전산시스템의 계산에 의해서 개인예산액이 산출되는 절차
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개인예산액이 결정되면, 이 돈을 서비스 구
매에 집행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이다(Glendinning, 2012). 첫째,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하고 이용자의 결정과 책임 하에 개인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둘째, 개인예산을 지방정부 케어매니저에게 위
탁하여 지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관들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방식이다. 셋째, 서비스 기관에 개인예산을 위탁
하고 이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어떤 방
식을 택하느냐는 이용자가 결정한다.
그리고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는 받은 현금의 지출범위가 계속 유연화되고 확장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의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에서는 서비스 현
금지급을 택하더라도 서비스 구매는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
관 또는 지정된 범위의 서비스에 국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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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제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성이 근본적으로 약하
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와 제공
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이용자가 원하는 관련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personalisation 정책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현재는 대학의 평생교
육강좌 수강, 낮 활동을 위한 교통비 지출 등에도 서비스 현금지급
과 개인예산제도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를 통한 자기주도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1-12
년에 자기주도적 지원(self-directed support)을 받은 사람은
527,000명으로 2010-11년보다 40%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현금지급을 이용한 사람은 139,000명으로 전년도보다 11%가 증가
하였다. 2011-12년 기준 개인예산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432,349명
으로 서비스 현금지급을 이용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으며, 앞으로도
개인예산 이용자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131개 지방정부 가운데 59%가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는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에게 개인예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9개의 지방정부에서만 전체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의 25%
이하에게 개인예산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re Quality
Commission, 2012a). 자기주도적 지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
을 분석해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보다는 18-64세의 성인 집단에서
서비스 현금지급만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반대로 개인예산제
도 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88%, 18-64
세의 성인에서는 62%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자들에게 제공되는 서
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비스 현금지급만을 이용하는 사
람의 비율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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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ablement 서비스(2000년 이후)

지방정부가 서비스 이용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서비스는 수요자를 지원하는 재정지원방식으로 운영
된다.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도 좀 더 적극적인 수요자 지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re-ablement 서비스는 커뮤니티케어와는
달리 비영리민간조직에 재정을 교부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위탁하는 공급자지원방식으로 운영되는 홈케어
(home care) 서비스이다(Glendinning, 2012).
정부가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NHSCCA에
의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는 재정의 압박 때문에 점점 더 중증의 사
람들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경한 장애나 어
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방적이거나 조기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중증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비용 효과성
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00년 이후 많
은 지방정부에서 re-ablement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
비스는 단기의 홈케어 서비스로 최대 6주 동안 제공되며, 이 서비스
에 대한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서비스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
한 치료 직후에 집중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간 병원 입원
을 억제하고, 거주시설 입소를 예방하여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작업
치료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이용자가 스스로를 관리하는 기술과 자
신감을 가지도록 돕는다. Care Services Efficiency Delivery(CSED)
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re-ablement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의
50%가 서비스 종료시점에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비용 효과성이 높은 서비스를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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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서비스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
지 않도록 하고 있다.

Ⅴ. 홈케어 제공기관 구성의 변화
영국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Care Quality
Commission(이하

CQC)에 등록된

성인돌봄서비스

제공주체

(provider) 수는 12,500여개이며, 제공기관(location) 수는 25,000여
개소이다.9) 제공기관의 거의 절반은 거주케어홈(care home
without nursing)이며, 전체 제공기관의 약 1/5은 요양홈(care
home with nursing)이다(Care Quality Commission, 2012a). 전체
제공기관 중 홈케어서비스(domiciliary care 또는 home care)를 제
공하는 기관수는 1/4이 조금 넘는 6,830개(location) 이다. 이 외에
도 Supported living services를 제공하는 기관은 1,555개, Extra
care housing을 제공하는 기관은 569개, 가정하숙(Shared lives
schemes를 제공하는 기관이 160개소 등이다. 하나의 제공주체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의 수는 9500여개이다. 하나의 운
영주체가 2개에서 5개의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2,000여
개, 6개에서 10개의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270여개, 11개에
서 19개의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120여개, 20개 이상의 제공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120여개 등이다(Care Quality Commission,
2012a).
성인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1.63백만 명
9) 서비스의 수는 Provider로 표현되며, Provider가 운영하는 1개소 이상의 제공기
관을 Location으로 칭하고 있다. 즉, 하나의 Provider가 복수의 Location을 운영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rovider의 수보다 Location의 수가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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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가운데 65% 정도가 영리 또는 비영리 민간부문에서 일한
다. 그리고 23% 정도는 서비스 현금지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고용되
어 일한다. 그리고 정부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전체 성인돌
봄 일자리의 13% 수준이다(Care Quality Commission, 2012a).
영국의 홈케어 서비스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Laing & Buisson,
2010), NHSCCA가 시행된 해인 1993년에는 514,600 가구에 대하여
178만 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2005년에는 354,500 가구에 대
하여 약 360만 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338,600 가구에 대해 약 410만 시간의 홈케어 서비스가 지방정부에
의해 구매 혹은 직접 제공되었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구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인구고령화와 함께 집중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
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서비스는 집중적인 서
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나타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국에서 홈케어 서비스는 1968년 건강서비스및공중보건법
(Health Services and Public Health Act)에서 지방정부의 의무사업
이 된 이래 오랫동안 홈케어 서비스가 지방정부에 의해 직접 제공되
어 왔으나, 근래에는 그 역할의 상당 부문이 민간부문 10)으로 이전
되고 있다. 1993년에 민간부문이 제공했던 비율이 5%에 불과하던
것이, 1999년에는 51%, 2005년에는 73%, 2008년에는 81%로 증가
하였다.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의 홈케어 서비스 제공시간의 비율의
변화를 보면 <표 3-3>과 같다.
10) 영국에서는 민간부문이라는 용어 대신에 독립부문(independent sector)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나 조직이 지방정부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지방정부의 통제와 관리는 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서이다. 독립부문에는 민간비영리부문(Voluntary sector)과 민간영리부문
(private sector)이 모두 포괄된다(우국희, 2006).
영국의 재가돌봄서비스 제도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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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공급부문별 홈케어 제공 비율(1993-2008)(단위: %)
제공시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지방정부

95

81

70

64

58

54

49

44

40

36

33

30

27

25

22

19

민간부문

5

19

30

36

42

46

51

56

60

64

67

70

73

75

78

81

출처: 우국희(2006)의 자료와 Laing & Buisson(2010)의 자료를 조합하였음.

<표 3-4> 제공주체별 홈케어 주당 제공 시간의 변화(1993-2008)
연도

전체

정부직접 제공

민간 제공

1993

1,780,800

1,696,000

86,600

1994

2,215,100

1,787,000

428,200

1995

2,395,700

1,688,900

706,800

1996

2,486,700

1,581,200

900,900

1997

2,607,500

1,506,500

1,101,000

1998

2,607,400

1,410,500

1,197,000

1999

2,684,200

1,324,200

1,360,100

2000

2,791,300

1,241,100

1,550,200

2001

2,881,700

1,161,900

1,719,800

2002

2,983,200

1,078,600

1,904,600

2003

3,174,800

1,043,700

2,131,100

2004

3,359,000

1,022,400

2,336,600

2005

3,576,800

952,100

2,624,700

2006

3,726,000

920,000

2,806,000

2007

3,874,300

843,100

3,031,200

2008

4,082,900

764,100

3,318,800

* 서비스 현금지급으로 구매한 서비스는 제외된 수치임.
출처: The Information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08.

홈케어 서비스의 주당 평균 제공 시간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1993년
에 1,780,800시간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4,082,900 시간으로 230%가
증가하였다. 공급주체별 서비스 제공시간의 변화를 보면 1993년
NHSCCA 시행당시에는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한 비율이 95% 이상이었
으며, 영리 또는 비영리 민간조직이 제공한 비율은 5%도 채 되지 않았
다. 그러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비율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도에는 정부직접제공이 18.7%, 민간제공이 81.3%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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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제공주체별 홈케어 이용자 수의 변화(1993-2008)
연도

전체

정부직접제공

민간제공

1993

514,600

495,800

18,900

1994

538,900

479,300

59,600

1995

513,600

419,600

93,900

1996

491,100

370,200

121,000

1997

479,100

335,100

144,000

1998

447,200

284,500

152,700

1999

421,000

253,100

167,900

2000

415,800

225,800

190,000

2001

399,900

194,100

205,800

2002

383,100

167,600

215,600

2003

376,300

149,500

226,700

2004

370,900

134,100

236,800

2005

370,000

119,800

250,300

2006

358,100

104,900

253,200

2007

345,300

88,900

256,400

2008

338,500

76,000

262,500

* 서비스 현금지급으로 구매한 서비스는 제외된 수치임.
출처: The Information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08.

홈케어 서비스 이용자 수의 변화를 보면, 전체 이용자 수는 1993
년 514,600명, 1999년에는 421,000명, 2005년에는 370,000명, 2008
년에는 338,500명으로 감소하였다. 홈케어 총 제공시간이 1993년에
비해 2008년에 23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용자의 수
가 크게 감소한 것은 중증이며 빈곤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집중적
으로 제공되고, 서비스 이용 자격기준은 엄격해지는 추세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1993년 전체 이용자 수 대비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
한 이용자 수의 비율은 96%였으며, 영리 또는 비영리 민간조직이
제공한 비율은 4%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민간에서 제공한 이
용자 수의 비율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여 1999년에는 민간영역에
서 제공한 비율이 40%에 이르게 된다(우국희, 2006; 김보영, 2011).
2005년에는 정부직접제공이 32.4%, 민간제공이 67.6%를 보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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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는 정부직접제공이 22.5%, 민간제공이 77.5%를 보였다.
1993년에 민간에서 제공하던 이용자의 비율이 4%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에는 77%를 넘김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대부분은 영리 또
는 비영리 민간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홈케어 서비스의 1인당 주당 평균 제공시간의 변화를 보면 1993
년에 3.5시간이었던 것이 1999년에는 6.3시간으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10.1시간으로, 그리고 2008년에는 12.4시간으로 증가
하였다. 이는 1993년의 3.5배 이상에 해당한다. 홈케어 서비스의 주
당 평균 서비스 제공시간은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공급주체별로 보면 1993년 지방정부가 제공한 서비스의 주당
평균시간은 3.4시간이었으며, 민간에서 제공한 서비스는 4.6시간이
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정부직접제공이 10.0시간, 민간제공이
12.6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리 또는 비영리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인별 주
당 평균서비스 시간이 훨씬 더 많다. 이는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
한 경우에 지방정부가 직영하는 서비스보다는 민간기관에서 제공
되는 서비스가 더 많이 채택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서비스의 집중성
이 높아지는 경우에 휴일보호, 야간보호 등의 필요성도 같이 높아지
는데 정부부문의 경우는 업무여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동
의를 받아야 하거나 직원계약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반면 민간부문의 제공자들은 새로이 등장
한 이러한 수요에 쉽게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우
국희, 2006).
공급주체별 홈케어 서비스 제공기관 수를 살펴보면 영리민간조
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해마다 그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영리민간조직의 비율은 전체의 70%였으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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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제공주체별 홈케어 이용자에 대한 주당 돌봄 제공 시간의 변화
(1993-2008)
연도

전체

정부직접제공

민간제공

1993

3.5

3.4

4.6

1994

4.1

3.7

7.2

1995

4.7

4.0

7.5

1996

5.1

4.3

7.4

1997

5.4

4.5

7.6

1998

5.8

5.0

7.8

1999

6.3

5.2

8.1

2000

7.0

5.5

8.2

2001

7.5

6.0

8.4

2002

8.1

6.4

8.8

2003

8.7

7.0

9.4

2004

9.1

7.6

9.9

2005

10.1

7.9

10.5

2006

10.8

8.8

11.1

2007

11.6

9.5

11.8

2008

12.4

10.0

12.6

* 서비스 현금지급으로 구매한 서비스는 제외된 수치임.
출처: The Information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08.

<표 3-7> 공급주체별 홈케어 서비스 제공기관 수의 변화(2004-2008)
연도(3월 31일 기준)

전체

정부직영

비영리
민간

영리민간

2004

1,881

340

173

2005

4,111

731

364

2006

4,632

794

2007

4,729

2008

4,897

NHS

기타

1,320

7

41

2,910

32

74

409

3,286

41

102

717

390

3,473

48

101

680

388

3,687

47

95

출처: CSCI, 2009.

년에는 75%로 높아졌다. 이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유연성이 높은 소규모 영리조직이 더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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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제공주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비영리로 운영되는 자선조직
(charitable/not-for-profit organizations),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투
자하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 개인이 소유하여 운영하는
개인시설(sole proprietors),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체를 만들어서
등록하는 파트너십(partnerships),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한
회사(limited company) 등으로 다양하다(Glendinning, 2012). 여기
서 사회적기업, 개인시설, 파트너십, 유한회사 등이 민간 영리주체
로 분류한다. 홈케어를 담당하는 이들 민간 제공주체들의 특징은 다
른 분야의 제공주체들에 비해서 소규모라는 특징이 있다. 2009년
현재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홈케어 서비스의 총 시장규모는 5,143
백만 파운드이다. 같은 시기에 홈케어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
관수는 5,398개소이다. 따라서 개소 당 연간 매출액은 평균 952,760 파
운드이다. 그리고 홈케어 서비스 매출액이 가장 높은 10대 제공기관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시장규모의 15%이다(Laing & Buisson, 2010). 10
대 기관과 이들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표 3-8>과 같다.

<표 3-8> 홈케어 제공주체의 연간 매출액(2009)
제공주체

연간매출액(백만 파운드)

시장점유율

Allied Healthcare Group Ltd

131

2.5%

Carewatch

122

2.4%

Nestor Healthcare Group plc

104

2.0%

Mears Group plc

103

2.0%

Care UK plc

80

1.6%

Housing 21 (inc Claimar)

72

1.4%

Enara Community Care

50

1.0%

Supporta Care Ltd

42

0.8%

Lifeway Community Care Ltd

42

0.8%

London Care plc

24

0.5%

10대 제공주체 합계

769

15.0%

그 외 제공주체

4,374

85.0%

전체 시장규모

5,143

100.0%

출처: Laing & Buiss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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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홈케어 서비스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 주체는 영세소
규모 조직이라는 어려운 조건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예산제도
의 확대는 홈케어 제공조직에게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1990년의 개혁을 ‘mixed economy of provision’이라고 한다
면,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개인예산제도는
‘mixed economy of purchasing’으로 볼 수 있다(Glendinning,
2012). 홈케어 서비스의 구매(계약) 당사자가 지방정부에서 이용자
로 달라졌기 때문에, 홈케어 제공조직들은 지방정부와의 대규모 계
약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에 개인예산 이용자나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개인들에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더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의 도입
으로 홈케어 제공기관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몇 가지 구체적 상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Glendinning, 2012). 첫째, 스스로 개인
예산을 집행하는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문
제이다. 둘째, 지방정부와의 대규모 계약을 통해서 취할 수 있었던
규모의 경제가 사라지면서 단위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셋째, 개
인단위의 서비스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다. 넷째, 개인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직원의 이동이 많아
진다는 문제이다. 이렇게 복잡해진 시장 상황 때문에 새로운 틈새를
비집고 새로이 진입하는 제공주체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기존 조직
도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넓혀서 서비스를 다양화시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과 통제 그리고 서비스
유연성을 제고시키려는 이러한 전략은 홈케어 제공기관들에게는
더 치열한 경쟁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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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품질관리 제도의 변화11)
1. 품질관리 제도의 흐름

영국에서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에는 1993년부터
시행한 준시장제도(서비스 시장화 또는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
1993년 커뮤니티케어 제도 시행 이후 정부가 직영하는 기관은 증가
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 반면, 개인 또는 영리 민간 부문의 공급
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런 현상은 서비스 정보와 선택 능력에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이 보증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
제를 가져왔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용자 선택을 근간으
로 하는 시장 기제를 보완하는 장치로 실효성 있는 품질관리 장치를
확대해 오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보수당 정부에 의해 구축된 커뮤니티케어의 시장
화와 민영화의 기본적인 골격은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의 시장화 전략이 지나치게 경쟁을 강조하고, 취약한 이
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한 선택을 보증하기 위해
서 서비스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하였다. 이 조치는 노동당 정부의 선
진화전략(Modernizing Strategy)이라는 슬로건에 포함되어 진행되
었다. 품질관리 기제는 품질관리법(Care Standard Act 2000)으로 통
합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생긴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12)
11) 품질관리제도의 변화에 대한 본 내용은 이봉주 등(2012)의 연구보고서 중 필
자가 작성한 영국에 관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12) 품질 보장체계의 도입으로 일어난 변화의 기본골격에 대해서는 Department
of Health. 2002. The Care Standards Act 2000: A guide for registered service
providers를 근간으로 설명하였으며, 이 문서 이후에 달라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가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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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NCSC)이 설립되었
다. 이 조직은 등록된 보건 및 사회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에 대
한 등록과 감독 권한을 가지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2004년에 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이하 CSCI)로 분리되면서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전담하
였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 CQC로 보건서비스와 돌봄서비스의 품
질관리 기능이 통합되었다.13)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품질관리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은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둘째, 노
인, 장애인 등의 시설과 재택서비스에 대한 국가최저서비스 기준
(National Minimum Standards)이 확립되어 서비스 제공기관의 등
록을 위한 심사와 등록 후의 정기적인 감독(inspection)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최저서비스 기준 대신에 필수기준(Essential
Standards)이 사용되고

있다. 셋째, 범죄기록조회국 (Criminal

Records Bureau)이 설립되었다. 이전에는 경찰에서 관리해 오던 직
원과 관리자들의 범죄 관련 기록 조회업무를 새로운 조직이 인계받
아 시행하게 되었다. 새로이 도입된 품질관리는 이전에 150개의 지
방정부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기준들을 적용해 오던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 한 것이다. 그리고 홈케어 등과 같이 이전에는
전혀 관리되지 않았던 서비스들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민간
영역과 공공영역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규정들을 통일하였다.
이런 동향을 홈케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4) 홈케어
13) CQC 운영과 Essential Standards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08이다.
14) 본고에서는 영국에서 품질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NCSC의
설립 시기부터 CQC가 출범하기 직전까지의 홈케어의 동향을 다룬다. 이 시기에
제한하여 통계를 제시하는 이유는 CQC가 설립된 2009년 이후부터 발간된
‘The State of Social Care in England’에서는 더 이상 제공주체별 기관수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 이후의 제공주체별 기
관의 비율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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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공급주체별 서비스 최저기준 충족 비율(2005-2008)
연도(3월 31일 기준)

전체

정부 직영

비영리민간

영리 민간

2005

66%

63%

75%

65%

2006

72%

72%

76%

72%

2007

78%

78%

83%

77%

2008

82%

83%

87%

81%

출처: CSCI(2009)의 부록을 재구성한 것임.

영역은 이용자 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의 영리 민간조직이 서비
스 제공에 주도적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런 영세성이 취약점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CSCI, 2009). 이런 취약점은 서비스의 취약성
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서비스 질 관
리 기제이다. 서비스 질 관리의 핵심기제는 서비스최저기준의 설정
과 이 기준에 의한 서비스 평가이다. 2003년 이후 제공주체별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비영리민간 영역
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정부직영이며, 영리민간이 가장 낮은 비율
을 보였다. 2005년 이후 전체적으로 최저기준 충족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정부직영, 비영리민간, 영리민간에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영리민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영리
민간의 최저기준 충족률이 전체 서비스의 충족률과 거의 유사하다.
이로써 홈케어 품질관리 기제는 영리민간의 서비스 질 보장에 초점
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영국의 품질관리 제도는 시장기제의 도입과 깊이 관련되
어 있다. 영국 품질관리의 기본적인 접근법은 이용자들이 안전한 선
택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다. 정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선
택하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해서
도 정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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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공간에서 퇴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접근방식은 서비
스 관리에서 뿐만 아니라 제공인력의 관리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이
며, 범죄이력조회제도가 대표적이다. 동시에 제공인력의 관리에서
는 서비스의 인력의 직업적 전망을 높일 수 있는 자격제도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 상황 변화에 따라 영국의 품질관리제도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는 과거의 최저서비스기준과 이 기준에
의한 수준평가(star rating)제도를 폐지하고, 최저서비스 기준 보다
대폭 간소화된 필수 지표를 통해서 품질과 안전 영역에서 정하고 있
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제도로 변경하였다. 이는 과
거의 제도에서 전체적인 서비스의 최저서비스기준 충족율이 80%
이상으로 높아짐에 따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3월 현재 Health and Social Care Act 발효 이후부
터 필수기준제도를 적용한 평가결과를 보면 16개의 전 지표를 충족
하는 기관의 수는 72%로(Care Quality Commission, 2012c), 최저
서비스기준 제도를 적용했던 때 보다 충족률이 낮아졌다.15)

2. 제공기관 관리

1) 품질관리 전담 조직

제공기관 품질관리를 위하여 처음 설립된 조직은 National Care
15) National Minimum Standards에 의해서 CSCI가 수행한 평가의 기준 충족률은
2008년 85% 수준이었다가, 보다 간소화된 Essential Standards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충족률은 10% 이상 낮아졌다. 그 이유는 지표의 적용 방식의 차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National Minimum Standards를 적용하던 당
시에 모든 지표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시점에서 평가팀과 평가받는 개별
시설간의 협의를 거쳐서 평가 실시 문항을 합의하였다. 반면에 Essential
standards를 적용하고 있는 현재는 지표 중 16개 Core Standards는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런 지표 적용 방법의 변화로 기준 충족률이 낮
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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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Commission (NCSC)이었으며, 2002년부터 서비스 평가
를 수행하였다. 이 조직이 설치된 근거법령은 Care Standard Act
2000이었다. 이 조직은 보건과 사회적 돌봄 분야에서 아동과 성인
의 품질관리를 포괄하여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2004년 4월부터는
사회적 돌봄은 CSCI에서 담당하고, 보건서비스는 CHAI(Commission
for Healthcare Audit and Inspection)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분리되었
다. 그리고 2007년 4월부터 아동서비스는 아동교육서비스 품질관리
를 담당하는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로 이관되었다.16) 이런 변화는 2004년 아동법
(Children Act 2004)의 영향인데, 이 법에서는 아동서비스의 통합과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부가 통합적인 아동서비스
의 주무기관이 되도록 하였다(이봉주 외, 2007). 그리고 지방정부의
교육국(Education Department)과 사회서비스국의 아동서비스 기
능을 통합하여 아동서비스국(Children’s Services Department)을
설립하였다. 이로써 아동서비스는 교육적 영역으로 중심이동을 하
면서 서비스 평가 역시, 2007년에 교육기관의 평가를 전담하는
Ofsted로 이관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CSCI는 성인 돌봄서비스만을
평가하는 조직이 되었다.
2009년 이후에는 CQC를 설립하여 보건서비스와 사회적 돌봄서
비스의 품질관리를 다시 하나의 조직에 통합하였다. 그리고 2010년
4월부터는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08이 시행되면서 품질관
리의 중심적인 기준이었던 최저서비스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은 폐지되고, 필수기준(Essential standards)이 새로이 도
입되었다. 품질관리조직(NCSC/ CSCI/ CQC)은 관련 법령(Care
Standards Act/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08)에 의해서 설립된
16) Ofsted는 각종 교육기관과 아동의 사회적 돌봄 제공기관을 평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ofsted.gov.uk 참조

98

사회서비스연구

독립조직으로 등록된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서비
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직은 보건과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등록과 감독의 권한을 가진다. 조직의 역
할은 첫째, 전국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둘
째, 서비스 질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한다. 셋째, 서비스에 대한 명확
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만사항들을 조사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권익
을 보호한다. 이 조직은 보건부와는 독립적인 조직이며, 한 사람의
위원장과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이다. 보건부 장관과
의회에 대하여 조직의 직무를 설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조직
은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조직에 대하여 법이 정한 바
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인증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조직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기 위해서는 요건에 관련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증 평가의
기준은 각 서비스 종류별로 국가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국가최저서
비스기준(2010년 이후 필수기준)에 의하며, 이 조직은 이용자가 운
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체를 부담하는 고급 시설이든 정부의 재정
이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시설이든 공히 동일한 기준인
최저서비스기준에 의해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는 star rating(☆
☆☆, ☆☆, ☆, 없음)으로 표현된다. 2010년부터는 star rating은 폐
지되고 필수지표에 대한 충족여부(met/unmet)로 변경되었다. 이런
변화는 서비스를 보다 간편한 기준에 의해서 결과 중심으로 점검하
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재 CQC는 health care, social care, 일차치과진료서비스의 관
리를 담당하는 비정부 독립조직이다. CQC에서는 28개의 Essential
standards 가운데 16개의 Core essential standards를 기준으로 서비
스를 등록,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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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평가결과를 이용자들에게 공시한다. Health care와 Social care
를 담당하는 모든 제공기관은 1년에 1회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하
며, 일차치과진료서비스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
다(Care Quality Commission, 2012c). CQC의 본부와 6개의 지역본
부를 합해서 2011년 현재 고용된 직원의 수는 1,800명이 넘는다.
2012년부터는 South, London, Central, North 등의 4개 지역본부로
변경되었다(Care Quality Commission, 2012c). 2012년 3월 현재
CQC에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의 수는 22,302개이며,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관의 수는 40,621개소이다.17) 그리고 사회적 돌봄만을 보면
서비스 수는 12,429개이며,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관수는 25,008개
소이다.

<표 3-10> CQC에 등록된 Provider 및 Location의 수
영역
NHS healthcare
Independent healthcare
Adult social care
Primary dental care
Independent ambulance
계

Provider의 수
291
1,227
12,429
8,112
243
22,302

Location의 수
2,396
2,764
25,008
10,130
323
40,621

출처: Care Quality Commission, 2012c.

2) 제공기관 등록제도

개인, 조직, 파트너십(partnerships), IIPWO(Individuals In
Partnership With Others) 등이 제공자 등록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
으며,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주체들은 등록하여야 한다
(이봉주 외, 2010). 이 신청 주체들은 서비스 제공자(provider)로 명
명된다. 서비스를 관리(manage)하고자 하는 개인도 등록하여야 한
17) 서비스의 수는 Provider로 표현되며, Provider가 운영하는 1개소 이상의 제공
기관을 Location으로 칭하고 있다. 즉, 하나의 Provider가 복수의 Location을 운
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rovider의 수보다 Location의 수가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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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는 관리자(manager)로 명명된다. 서비스 등록은 제공자
등록과 관리자 등록으로 구성된다. 파트너십은 특정 서비스를 운영
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의 개인 또는 두 개 이상의 조직들이 결합
한 약속(arrangement)에 의한 주체를 의미한다. 파트너십이 서비스
를 운영하는데 적합한가의 판단은 파트너십을 구성하는‘요소들의
합’에 대한 검토 결과에 의한다. IIPWO는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
하는데 두 사람 이상이 각각의 이름으로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를 의
미한다. 이 경우는 파트너십 주체를 구성하여 하나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각각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파트너십으로 보지 않
는다. IIPWO를 구성하는 각 개인들은 등록요금과 연 단위 요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서비스 관리자 신청, 서비스 제공자 신청(서
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십) 등의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른 신청 양식을 사용한다. 신청
을 위해서는 신청서식에 관련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범죄기록조회
서(Criminal Records Disclosure) 등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
청 수수료를 동봉하여 제출한다. 등록 신청에 대한 적합성 평가와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등록과정에서 수집된 일련의 정보를 토
대로 이루어진다. 적합성 평가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ㆍ정보의 분석
ㆍ적합성 인터뷰(fitness interviews)
ㆍ현장 방문(필요한 경우)
ㆍ평가와 결정

심사의 전 과정을 완료하고 나면, 증거와 판단내용과 제언을 요약
하고 이를 전산상의 형식에 입력한다. 이 정보는 후에 신청자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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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을 통하여 내려 받을 수 있는 정보이다. 각각의 판단에는 신청
서류 정보, 면접,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수집된 구체적인 증거가 제
시되어야 한다. 보고서의 최종 판단은 다음의 세 가지 중의 하나이
어야 한다.

ㆍ등록(grant your application): 등록증을 발급
ㆍ조건부 등록(grant with conditions): 거주를 제공하는 서비스
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용집단의 연령범위, 이용집
단의 성별, 이용집단의 대상범주, 서비스 범주 등에 대한 제한
을 조건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ㆍ등록 거부(refuse it): 요건 미흡인 경우에 등록을 거부한다.

등록 보고서는 그 자체로 공개되는 보고서는 아니지만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식보고서와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등록보고서에는 향후 최초 점검평가(inspection)
에서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기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등록 심사 단계에서 등록을 거절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
지만 추후에 확인될 필요가 있는 미흡한 사항들을 기재해야 한다.

3) 제공기관 평가제도

서비스 평가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Care Quality
Commission, 2012c). 첫 번째 유형은 예고된 평가(scheduled
inspection)로, CQC가 수행하는 정기적인 평가이다. CQC가 평가
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 유형은 신고에 대응
하는 평가(responsive inspection)로, 특정 서비스 기관에 대해서 문
제가 있다는 신고가 CQC에 접수된 경우에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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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 번째 유형은 주제별 평가(themed inspection)로, 국가적인
쟁점이나 우려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정 종류의 시설이나 특정
서비스 기능에 대하여 수행하는 평가이다.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서
비스 평가(inspection)는 등록된 서비스가 국가적인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여, 이를 이용자나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절차이다. 16개 핵심 필수지표 18)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된다(Care Quality
Commission, 2012b). 1단계에서는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를 결정한다. 2단계에서는 확보된 증거들을 통해서 하
나 이상의 규정(regulation)을 미충족(non-compliance)하고 있는지
를 판단한다. 3단계에서는 미충족한 문제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
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결정한다. 4단계에서는 이행정책
(Enforcement policy)으로 넘기를 것을 포함해서 강제 대응의 내용
을 결정한다.
대응수준과 방법(regulatory response)은 종류는 미충족의 이유
와 수준에 따라 다양하다. 평과 결과를 집행하는 절차인 대응은 판
단 틀(judgement framework)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이 과정에서
서비스 기관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전문가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된다. 미충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뢰되는 조치의 종류
는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Care Quality Commission, 2012b).19)

ㆍFormal regulatory action(Compliance action: 미충족 사항에
18) 28개 필수지표(28 essential standards) 가운데 평가에 공식적으로 포함되는 지
표는 16개 핵심 지표인 품질과 안전지표(16 core quality and safety standards)
이다.
19)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은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08,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08 (Regulated Activities)Regulations 2010, Care
Quality Commission (Registration) Regulations 200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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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개선 후 보고)
ㆍEnforcement action(Warning notice: CQC가 제시한 시간계획
에 따라 개선 후 보고)
ㆍCriminal law(관리자에 대한 벌칙: 벌금 등)
ㆍCivil enforcement(제공조직에 대한 벌칙: 조건부과, 등록 정
지, 등록 취소 등)

3. 제공인력 관리

1) 범죄기록조회

범죄기록국(Criminal Records Bureau, CRB)은 서비스 조직의 고
용주들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하여 보다 안전한 채용
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Police Act 1997에 근거하여 2002년에
설립된 조직이며, 고용주들은 유급 및 무급의 직원에 대한 범죄기록
정보에 접촉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CRB는
Home Office에 소속되어 있으며, 아동이나 취약한 사람들에게 사
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조직은 신청절차를 통해서 돌봄 예비인력에
대한 범죄기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CRB 조회를 받아
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ㆍ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경우
ㆍ아동을 위한 서비스 조직의 직원이 되는 경우
ㆍ보건케어 분야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ㆍ위탁가정의 보호자, 입양가정의 부모가 되려고 하는 경우

범죄기록국은 각 시설장들의 요청에 따라‘확인(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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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통하여 범죄기록을 점검하며, 시설장들은 이 절차를 통해서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제시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절차를 통하여 범죄기록국은 채용 직무분
야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서류를 발행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범죄 유죄판결 확인증(Criminal conviction certificates,
Basic Disclosure 또는 BDs)인데, 여기서는 공식적인 판결에 의한
기록을 발급하며, 시설장은 모든 직무에 대해서 이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범죄 기록 확인증(Criminal record
certificates, Standard Disclosure 또는 SDs)인데, 여기서는 공식적
인 판결에 의한 기록뿐만 아니라 주의, 징계, 경고 등에 관련된 기록
을 발급하며, 아동을 돕는 직무에 종사할 사람에 대해서 이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록에는 교육부나 보건부가 보관하고 있는 직
무 부적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도 포함된
다. 세 번째 유형은 상세 범죄 기록 확인증(Enhanced criminal
record certificates, Enhanced Disclosure 또는 EDs)인데, 여기서는
게임이나 도박에 관련된 혐의 사실과 입양과 가정위탁 등에 관련된
혐의 사실 등에 대한 기록을 발급하며, 18세 이하의 아동이나 성인
취약계층에 대하여 독립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나 정기적인 돌
봄, 훈련, 지도감독 등을 행하는 직무에 종사할 사람에 대하여 이 기
록을 요구할 수 있다. 시설장이 지원자에게 이 증명서를 요구하면,
지원자 본인이 범죄기록국에 ‘확인’을 신청하며, 신청서 양식에
는 기록을 요구하는 기관의 서명도 병기하도록 되어 있다. 확인서의
원본은 해당 신청자 개인에게 발행되고 사본 1부는 채용 예정 기관
에 제공된다.
CRB와 유사한 또 하나의 제도로 VBS(Vetting and Barring
Scheme)이 있다.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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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Independent Safeguarding Authority)이다. 이 조직 역시
Home Office에 소속된 조직이다. 2002년 학교 돌보미에 의해서 두
학생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아동과 같은 취약한 사람들을 돌
보는 일을 하는 인력의 선발이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에 Safeguarding Vulnerable Groups Act가 제정
되었고, 이 법에 의해서 VBS가 도입되었다. ISA의 역할은 아동과 성
인 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작성된 아동서비스 금지 리스트
(Children’s Barred List)와 성인서비스 금지 리스트(Adult’s Barred
List)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서비스 조직의 고용주는 서비스
를 받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이나 위해를 가하였거나 이런 행동
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ISA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ISA는
금지 리스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준다. ISA가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ㆍ아동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일에 관여되어 서비스 활동이 금지
된 사람들의 리스트 관리
ㆍ취약한 성인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일에 관여되어 서비스 활동
이 금지된 사람들의 리스트 관리
ㆍ특정 사람이 금지 리스트에 등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사와
결정
ㆍ특정 사람이 금지 리스트에서 삭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사
와 결정

그러다가 2012년 12월 1일 부터는 CRB와 ISA가 통합되어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가 되었다. 조직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범죄기록이 조회되고 서비스 금지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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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관리된다.20)

2) 국가직업자격(NVQ) 제도

영국 노동 인력관리는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
n)21)라는 국가적인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Care
standards act 2000 제정 이전부터 실시되어 온 인력관리제도이며 ,
일반적으로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로 구분하고, 일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급이 승급되도록 하고 있다. 본 등급은 학
교 교육이나 시험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직무 현장
에서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결정된다. NVQ 체계는 직무
분야별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에 관해서는
‘Skills for care'라는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 돌봄 영역은
lever 1은 존재하지 않는다. level 1은 ‘매우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
하며, 일하는 사람에게 개별적인 결정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 수
준’인데 사회적 돌봄 분야는 이 수준이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level
20) DBS는 Protection of Freedoms Act 2012에 근거해서 설립된 조직이며, 이 법
에 의해서 이전 관련 조직인 CRB와 ISA를 흡수 통합하였다. 그러나 두 조직이
수행하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DBS의 핵심활동은 Disclosure, Referral,
Barring 등의 세 가지이다. Disclosure는 고용주에게 안전한 고용을 보증하기 위
하여 조회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DBS 증명서를 발급하며, 과거의 범죄기록조회
에 해당한다. Referral은 고용주나 서비스 감독기관이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DBS에 의뢰하는 조치를 말하며, 이는 강제적 의무사항이다.
Barring은 의뢰된 사람에 대하여 절차를 걸쳐서 금지대상자로 결정하는 일과, 금
지대상자에 포함된 사람들이 일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다.
Referral과 Barring은 과거에 ISA에서 수행하던 활동이다.
21) NVQ는 돌봄인력의 관리에 국한된 자격체계가 아니라 영국의 다양한 직종에
적용되는 포괄 자격제도이다. 이 제도는 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에 의해서 관리되며, 이 기준에 의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조직은 SSC(Sector
Skills Councils)이다. 영국 전역에 NOS를 적용하는 분야가 200여개나 되며, 이
가운데 하나가 National Occupation Standards(NOS) Health and Social Care 분
야이다.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우는 별도의 관리조직을 통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사회적 돌봄 분야의 제도 운영조직은 Skills for Care 이며, 보건의료분야의
제도 운영조직은 Skill for Health이다.
영국의 재가돌봄서비스 제도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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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 시작한다. level 4, 5는 중요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며, 대체로 관리직의 경우 이 수준의 능력을 요구한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관리자(manager)가 되기 위해서는
NVQ 기준의 level 4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2011년 1월부터 NVQ 체계는 QCF(qualifications and credit
framework) 체계로 변경되었다.22)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NVQ 등급을 보유한 사람들의 자격은 계속 인정되지만, 향후 새로
진입하는 경우나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NVQ가 아닌
QCF 체계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QCF 체계는 Skill for Care
가 돌봄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조직과 이들에게 다양한 자격을 부여
하고 있는 조직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개발되었다. 이 체계는 다양한
인력개발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연하게 분야들을 혼합하여
다양한 조합을 만들었으며, 인력이 알아야 하는 지식과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의 넓은 범위에 따라 다양한 자격을 구성하였다.
NVQ 체계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관리 체계와 연동되어 운영
된다. Care Standard Act 2000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최저서비스기
준제도(National minimum standards)에서 각 서비스별 인력의 자
격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홈케어 기관에 관한
규정(Standard 20)에서 서술하고 있는 두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kills for Care, 2010).

첫째, 제공기관의 요건 가운데 일선 종사인력과 관련된 요건을 다
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ㆍQualifications: 20.2: 관련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신규로 채용된
22) 이런 체계의 변화는 돌봄 인력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라 영국 전체의 인력관리
시스템의 변화이다. 여기서 설명하는 변화의 내용은 Nation Occupation
Standards의 변경으로 NVQ에서 QCF로 달라지면서, 이러한 전체 영역의 국가적
인 변화를 돌봄 인력 분야에서 적용한 결과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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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인력은 채용한지 6개월 이내에 NVQ level 2 또는 3에 등
록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제공기관이 입
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용 후 3년 이내에는 NVQ level 2 또
는 3에 등록되어야 한다. 6개월 단위로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
는 경우에는 계속 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ㆍQualifications: 20.3: 본 규정이 적용된 시점에서 2년 이하의 기
간 동안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의 개시 2년 이내에
NVQ level 2 또는 3에 준하는 역량이 있음을 제공기관이 입증
하여야 하며, 개시 3년 이내에 정식으로 NVQ level 2 또는 3에 등
록하여야 한다.
ㆍQualifications: 20.4: 2008년 4월 1일부터는 모든 제공기관은
제공되는 총 돌봄서비스 제공양의 50% 이상이 NVQ level 2 또
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제공기관의 요건 가운데 돌봄서비스 관리자에 관련된 요건
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ㆍQualifications: 20.5: 관리자들은 이 기준의 시행 5년 이내에
NVQ level 4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자격으로 국가가 공인한 자
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자 수준을 제외한 level 3 이하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임금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박
세경 외, 2009). 영국의 NVQ 자격수준과 임금과의 관계를 보면
Care worker 2007년 기준 전체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5.87파운드,
NVQ 미 이수자는 5.70파운드, NVQ level 2는 5.80파운드, NVQ
level 3은 6.04파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등급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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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서 임금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Ⅶ. 결론
1990년 제정, 1993년 시행된 커뮤니티케어 제도의 핵심은 서비스
의 시장화와 지방정부 역할 강화이다. 지방정부는 서비스 제공자에
서 서비스 구매자로 변신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이용자 진입관리 및
안내기능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케어매니저들이 주도하게
되었다. 이용자 선택과 자기주도성은 제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담
론이다.
잉글랜드 지역 지방정부의 총 지출 대비 성인돌봄에 지출되는 비
용은 평균 31%이며, 지역에 따라 21-54%에 이르는 편차가 존재한
다. 그리고 각 지방정부에서 성인돌봄에 지출되는 총 비용 가운데
홈케어에

지출되는

비용은 21-58%로 다양하다(Glendinning,

2012).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서비스 전반의 특징은 시설서비스
보다는 지역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재
정의 부족에 따라 이용자격 기준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영
국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정과 서비스 계획수립은 지방정
부 케어매니저들에 의해서 수행된다. 서비스 제공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가 홈케어에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지방
정부가 제공해 주는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한다. 둘째, 서비스 현금지급이나 개인예산
제도 등의 자기주도적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토대로 서비스를 선택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통제하면서 이용한다. 셋째, 장애수준이 경
한 사람들은 공급자 지원방식의 reablement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이용한다.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돌봄 시장의 동향을 보면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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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감소하고, 재정은 증가하고, 서비스가 중증의 이용자에게 집중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홈케어 제공기관의 주류는 지방정부에서 민
간으로 이동하고 있고, 민간 가운데서도 비영리 보다는 영리조직의
확산이 뚜렷하다.
품질관리 기제는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대응장치이다. 보수당 정
부가 서비스의 시장화를 주도했다면, 노동당 정부는 여기에 서비스
품질관리제도를 추가함으로써 서비스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품질관리는 제공기관의 관리와 제공인력의 관리로 구분되어 있고,
두 영역은 별도의 담당기구가 설립되어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다. 제
공기관 관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
록 informed choice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이용자 안내를
책임지고, 제공기관의 관리는 별도의 전담조직인 준정부 기구를 설
립하여 관리한다. 처음에는 보건과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조직이 포
괄하였다가 바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 다시 하나의 조직으
로 통합되었다. 제공인력의 관리의 목표는 안전한 서비스와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다. 안전한 서비스를 위하여 신원조회제도의 일종
인 범죄기록조회를 모든 인력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질 높은 서
비스를 위하여 제공인력을 국가적인 자격(등급)제도를 통하여 관리
한다.
이처럼 영국은 수요자를 지원하는 재정지원방식의 변화, 제공주
체 구성의 다원화, 품질관리제도의 강화라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전형적인 영국의 모습이 바람직한가
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평가와 관계
없이 사실의 흐름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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