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권 제2호(통권 제43호), 2014, pp. 93-125.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2)성인

돌봄서비스 품질관리제도의 다양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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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득(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서구와 아시아 국가들에서 돌봄서비스 품질관리 제도가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
다양한 모습에는 어떤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돌봄서비스는
취약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안전과 존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런 이유에서 품질관리는 서비스의 운영에 필수적인 장치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
구(스웨덴, 영국, 미국)와 아시아(싱가포르, 일본, 한국)의 6개 국가 비교를 통해서 돌봄서비스에 대
한 각 국가의 품질관리 제도가 가지는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품질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모습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돌봄서비스의 시장화와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공공성
이 약한 영리 공급자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선택 증진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품질관리제
도를 강화하는 유형이다(영국, 스웨덴). 둘째, 시장화와 민영화 환경에서 이용자 선택제도 또는 선택
행위 그 자체가 품질관리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유형이다(미국, 일본). 셋째, 서비스 효율성 확보와 제공기관 통제에 일차적 목적을 두는
일종의 관료적 통제장치로서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유형이다(싱가포르, 한국). 그러나 각 국가의
품질관리 제도의 모습은 하나의 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각 국가의 정치환경, 행정문화,
국가역할에 대한 시민의 기대, 서비스의 발전수준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주요용어: 돌봄서비스, 이용자 선택, 시장화,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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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서구와 아시아 국가들에서 돌봄서비스1)에 대한 품질관리 제도가 어떤 모습들
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모습에는 어떤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서비스에서 품질관리는 국가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개입하는 가
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영역이다. 돌봄서비스는 취약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안전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품질관리
는 서비스의 운영에 필수적인 장치로 여겨지고 있다. 국가가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품질
관리의 방법과 수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이는 그 사회의 기본적 전통, 서비스의 발전 수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기대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정지원방
식의 변화, 공급주체의 다원화 등과 같은 제도 변화도 품질관리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직접 제공하거나 혹은 민간
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정부는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직접 개입을 통해서 일정 정
도 품질확보가 가능하나, 이용자에게 재정을 할당하는 방식에서는 서비스 공급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품질 통제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또한 민간영리조직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참
여 확대는 당초 이용자의 선택 기회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된 수단이었지만, 정책의
도와는 달리 취약한 이용자에 대한 속이기와 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
다. 이런 문제로 서비스 공급주체로 영리기관이 증가하게 되면 최소한의 품질을 보증하는
수단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며 국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공기관의 진입과 관리
에 관여하는 적극적 규제자의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이처럼 국가의 서비스 발전 수준, 재정지원방식의 변화, 제공기관 구성의 변화 등은 한
국가의 품질관리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런 영향들이 어떻게 실제
로 나타나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구(스웨
덴, 영국, 미국)와 아시아(싱가포르, 일본, 한국)의 6개 국가2) 비교를 통해서 돌봄서비스에
1) 돌봄서비스는 care service를 번역한 용어이며, 수발서비스, 요양서비스, 개호서비스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long-term care service를 사용하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또
는 장기수발서비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이후의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재가방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며, 국가에 따라서 거주시설 서비스와 분리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시설
서비스도 일부 포함하여 다루었다.
2) 본 연구가 서구와 아시아 국가군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구 국가 중심의 비
교보다는 서구와 아시아 국가들을 고루 대상으로 하는 비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서구 3개국과 아시아
3개국을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서구에서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국가로 알려진 스웨덴, 서구 국가의 비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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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각 국가의 품질관리 제도의 공통성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점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Ⅱ. 돌봄서비스제도의 변화와 품질관리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성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
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와 선택 요구
도 높아지고 있다. 돌봄서비스 수요 확대와 이용자의 선택요구는 국가의 재정지원방식을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재정지원 방식의 변
화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공급주체)이 정부, 비영리 민간, 영리민간 등으로 다원화되는 결
과를 초래하였으며, 핵심적으로는 영리민간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영리조직의 확대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한 선택을 보증하는 방안으로 국가의 품질관리기제
의 필요성이 부각되게 된다(김은정, 2008; 선우덕 외, 2013). 이런 흐름은 크게는 서구와 아
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나라마다 크게 차
이가 난다. 어떤 나라는 단기간에 서비스 시장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나라는 매우 조심스럽고 점진적이기도 하다. 영리조직의 진입에 매우 적극적인 나라도 있
는 반면에 매우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도 집권정당에 따라 정책의 흐
름이 달라지기도 한다. 돌봄서비스에서 공급주체의 진입을 관리하는 방식을 보면, 허가와
같은 엄격한 방식이 있는가 하면, 등록제도와 같은 보다 유연한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공급주체로 진입해 있는 제공기관 관리도 민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민간 인증
기관의 인증을 국가가 인정하는 방식도 있고, 국가가 직접 기준을 고지하고 이 기준에 따
라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 채택되기도 한다.
Hafford-Letchfield(2007)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검토하여 품질은 공통적으
로 ‘이용자의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켰는가에 대한 이용자의 판단’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강선경과 김학주(2007)는 품질은 ‘절대적 기준에 기초한 개념이 아니며, 이
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해당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집단의 욕구 수준 등에 따라 달
리 정의되는 상대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비스의 필수요건으로 투명성, 접
근성, 저렴한 가격, 전문성, 이용자의 참여 및 선택권 보장, 지역적 특수성 고려를 제시하였
상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영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많은 유사점을 가
지고 있는 일본, 독특한 복지모형으로 알려진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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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돌봄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Malley와 Fernández(2010)는 서비스 접근성과 책임성, 직원
의 태도와 행동, 돌봄인력의 연속성과 신뢰성, 서비스 변화에 대한 적절한 설명, 욕구변화
에 맞는 유연성, 프라이버시의 보장, 직원의 지식과 기술 등의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돌봄서비스 품질은 단순하거나 정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가변적
인 개념이다. 결국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자체의 특성, 이용자의 인식과 기대수준, 이해관
계자들의 참여와 협조 등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달리 정의 될 수 있다. 총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품질에 대한 국가의 관리는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고 전달하며, 그 결
과를 어떻게 평가하여 최종 목표 수준에 부응하는 성과 및 만족도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 전체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김은정, 2008; 김학주,
2009).
Megivern 등의 연구(2007)에 의하면 서비스의 품질은 법령, 옹호조직의 존재 등과 같은
환경요소, 조직의 수용성과 능력과 같은 구조적 요소, 서비스가 실제로 전달되는 과정, 서
비스 이용자와 가족의 참여, 서비스를 통한 조직과 이용자 측면의 성과 등과 같은 다차원
적 요소를 통해서 설명된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품질관리 체계 또는 제도는 정부
가 법령이나 규칙을 통해서 관여하는 정부의 거시적 관여구조(macro system engagement)를
지칭한다. 관리측면을 중심으로 보면 품질관리는 공공, 비영리민간, 영리조직 등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법령이나 국가가 정한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통제기제들로 구성된다
(Interlink, 2010). 무정형성과 사회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돌봄서비스의 품질에 대
한 관리 방식 역시 매우 복잡하며 총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
의 품질관리제도가 보여주는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Watson, 2002).
첫째, 한 국가에서 서비스 성과를 확보하는 데는 개별기관이나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노력
보다는 서비스를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둘째, 품질관리를 구축하거나 강화하는 등의 변화는 지방정부에 의해 주도되기 보다는 중
앙정부 서비스 담당부처 또는 중앙정부 감사기구 등과 같은 국가적 단위에 의해서 강제의
형식으로 주도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품질관리는 점점 기관의 자발적인 활동에서 법규를
통한 강제적 관리활동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보증하기 위한 국가적
인 관리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품질관리는 품질관리 전담기구 설립, 서비스 가이드라인 설정, 제공기관 관리 및 제공인
력 관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품질관리에 대한 소극적 개입부터 적극적이
고 강제적 개입까지 각국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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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품질관리 제도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서비스의 시장화 수준과 속도는 품질관리체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각 나라의 품질관리체계에서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
견되는가? 등에 대한 질문을 탐색해 볼 것이다.

Ⅲ. 다양한 품질관리의 모습
스웨덴,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의 6개 국가 품질관리제도의 모습에 대하여
비교의 목적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하여 국가를 서술하는 공통적인 틀을 설정하였다. 먼저,
품질관리제도의 환경에 해당하는 각 국가의 돌봄서비스 제도의 상황과 특징을 묘사하고,
다음으로 품질관리제도에 관계되는 정부 또는 비정부 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품질
관리 체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품질관리 기준, 품질점검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 등을 포
함하는 품질관리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생산된 품질정보를 어떻게 활용하
고 있는지를 서술하였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국가사례에 대한 문헌, 국가별 홈
페이지, 간행물, 인터뷰 기사 등을 참고하였다.
1. 스웨덴 : 낮은 시장화와 품질관리의 점진적 강화
1) 품질관리의 환경
스웨덴은 1950년대부터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홈헬프 서비스, 아동보육서비스 등 공공서
비스가

발달된

나라로

1982년에

제정된

사회서비스법(The

Social

Services

Act,

Socialtjänstlagen, SoL)은 사회서비스를 누구나 필요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
로 규정함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의 책임이 각 지방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
나 1970년대부터 서서히 나타난 경제 위기로 스웨덴 정부는 1980년대 말부터 유사시장 도
입과 공공부문에 대한 역할 변화를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
1992년 지방화전략을 표방한 아델개혁(Community Care Reform, Ädelreformen)과 시장화
전략을 표방한 신지방정부법(the new Local Government Act)이다.
이 개혁입법은 시설서비스에서 재가서비스로, 중앙과 광역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책임이
이전되었으며 돌봄서비스의 구매자-공급자 분리가 허용되어 영리 혹은 비영리 민간공급자
의 진입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SFI, 2011). 이후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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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시장화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2007년 세금공제 가구서비스 제
도(Tax-subsidized household services)가 도입되었고(SFI, 2011), 2009년 자유로운 선택법(The
Act on Freedom of Choice, Lag om valfrihet, LOV)의 제정으로 이용자 선택제도가 도입되
었다(OECD, 2011). 이 제도 도입과 동시에 민간 공급자에 한하여 추가적인 서비스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민간제공기관의 유인 및 서비스 이용자들의 민
간 공급자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웨덴 국민들
은 여전히 공적영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돌봄을 강하게 신뢰하고 있고, 공공부문에 의한 재
가돌봄서비스 제공이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어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가 시장화를 추
진했음에도 실제로는 그 변화는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FI, 2011).
이러한 배경 속에서 품질관리 체계 또한 최근까지 매우 느슨한 편이다. 전체 서비스과정
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은 없으며(WHO, 2013),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품질관리 기제도 없
고,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요건과 재교육도 엄격히 관리되고 있지 않다. 2007년과 2009년에
도입된 민간공급기관 이용 시 세금혜택제도와 이용자 선택제도는 시장화에 대한 정부의 강
력한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 규정 마련 등 전
국적으로 표준화된 품질관리 강화 방안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 품질관리의 체계
품질관리 관련 조직인 보건복지전국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Socialstyrelsen, NBHW)와 광역행정위원회(County Administrative Boards, Länsstyrelsen)는 각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를 감독할 공동 의무를 지며,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Socialstyrelsen, 2002). 광역행정위원회는 광역 내 모든 지방정부와 민
간의 돌봄서비스를 감사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광역행정위원회는 해당
지역내 사회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감사해야 하며, 광역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보건
복지전국위원회를 포함하여 어떤 기관도 이를 무효화할 수 없다(Socialstyrelsen, 2002). 따라
서 실질적으로 재가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의 품질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광역행
정위원회가 행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주로 법률
제정과 재정지원에 그치며, 서비스 전반은 보건사회부 산하의 보건복지전국위원회(NBHW,
Socialstyrelsen)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 역할은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시설 등을
운영하는 민간주체에 대하여 면허를 발급하며,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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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발간한다(Swedish Government Offices, 2013).
2013년 6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 돌봄과 사회서비스 및 장애서비스에 대한 감독 기능과
일부 인허가 기능이 새로 창설된 기구인 보건․돌봄 조사국(The Health and Social Care
Inspectorate, inspektionen for vård och omsorg, IVO)으로 이관되었다(Socialstyrelsen, 2013).
보건․돌봄 조사국의 주요 역할은 보건과 돌봄서비스가 법률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양질
의 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업무 이관과 함께 이전 보건복
지전국위원회에 소속되었던 관련 인력이 모두 이동하였다(IVO, 2013). 보건․돌봄 조사국은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 사회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등의 관련 종사자들을 감독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서비스와 관련한 민간 제공기
관의 허가를 심의하며 등록을 책임진다.
3) 품질관리의 내용과 방법
스웨덴의 재가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을 관리하는 기구는 보건복지
위원회이다. 민간 영리조직이 서비스 제공자로 진입하려면 보건복지위원회(현재는 보건․돌
봄 조사국)의 허가를 받아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돌봄서비스
관련 활동을 감독하고 부족이나 결함을 발견하면 이에 대한 보완과 시정을 명한다. 제공기
관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스웨
덴의 서비스 품질관리 시스템은 상당히 느슨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을 모
니터링 하는 일선 케어매니저들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Bergström, 2002).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부터 보건복지전국위원회(NBHW)는 격년으로 서비스 이용자 만족
도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보건복지전국위원회와 스웨덴 지방정부연합(the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은 공동으로 각 지방의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비교연감(Annual Open Comparisons & Guide for Older Persons)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로써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전국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SFI, 2011). 품질관리 활동과 관
련한 전국적이며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최근에 마련되었다. 스웨덴 정부는 2012년 1
월 1일부터‘체계적 품질활동을 위한 관리시스템(management system for systematic quality
work)’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체계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위한 매
우 구체적인 항목들이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관리활동의 책임, 관리시스템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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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개선활동, 위험분석, 품질관리 활동에의 참여, 문서화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Socialstyrelsen, 2013).
스웨덴 홈헬프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또한 전반적으로 엄격한 편은 아니다. 제공인력별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엄격하게 관리되지는 않으며, 돌봄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
실습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방정
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010년 현재 중앙정부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최소 교육실습 요건
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나, 홈헬프 제공인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 2011). 이와는 달리 전체 재가서비스 종사자의 15% 미만을 차지하는 전문인력(케어
매니저, 준간호사, 간호사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전국위원회(NBHW)에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한다.3) 왜냐하면 이들이 실제 돌봄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욕구사정과 서비스 모니터
링 등 현장에서의 품질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고, 구매자와 공급자의 분리 및 민간 제공자
의 등장 등으로 이들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SFI, 2011; WHO,
2013).
4) 품질측정 결과의 활용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이용자의 역량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국가위원회(현재 보건․돌봄 조사국)는 수시로 노인 돌봄 안내서를 온라인으로 배포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요양홈이나 단기홈의 품질지표의 충족수준을 비교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Interlinks, 2010).
2. 영국 : 구체적인 기준과 분명한 관리주체
1) 품질관리의 환경
영국에서 돌봄서비스의 담당 중앙부처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이며, 중앙정부의
역할은 서비스의 골격과 제공절차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서비스 지침을 개발하고 이
를 지방정부에 제시하는 것이다(김용득, 2007). 지방정부의 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국에서
3) 현재 21개 분야에 대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며, 척추지압사, 안마(치료)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유롭게 관련 영역에 종사할 수 있다(Socialstyrelse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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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며,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침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재량권한을 행사하며,
서비스 집행을 담당한다(정기혜 외, 2012).
1970년대까지 영국의 돌봄서비스의 주류는 공공부문이었고, 민간부문이나 가족의 역할은
보조적 위치에 불과하였다(오정수, 2000). 이러한 흐름에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1990년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NHSCCA)의 제정이며, 이 법에 의해 운영
되는 커뮤니티케어 제도는 시장원리의 채택, 지방정부에 서비스 제공책임 이양, 케어매니지
먼트 체계의 구축, 공급주체의 다원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 제도는 성인 취약계층의 서비스
집행방식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은 장애인, 노인, 정신장애인 등이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보수당 정부에 의해 구축된 커뮤니티케어의 시장화와 민영화의 기본
적인 골격은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한 선택
을 보증하기 위해서 서비스 질 향상과 품질관리를 강조하였다. 이런 영향으로 품질관리법
(Care Standard Act 2000)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보건 및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들에 대한 등록과 감독 권한을 가진 NCSC(Natinal Care Standards Commission)가 설립되었
고, 노인, 장애인 등의 시설과 재택서비스에 대한 국가최저서비스 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이 확립되었으며, 제공인력에 대한 범죄기록조회국(Criminal Records Bureau)이 신
설되었다.
2) 품질관리의 체계
제공기관 품질관리를 위하여 처음 설립된 조직은 NCSC이며, 2002년부터 서비스 평가를
수행하였다(Department of Health, 2002). 이 조직은 보건과 사회적 돌봄 분야에서 아동과
성인의 품질관리를 포괄하여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2004년 4월부터 사회적 돌봄은
CSCI(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에서 담당하고, 보건서비스는 CHAI(Commission
for Healthcare Audit and Inspection)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조직이 분리되었고, 2007년부터
CSCI는 아동서비스를 제외한 성인의 돌봄서비스만을 평가하는 조직이 되었다. 2009년 이후
에는 CQC(Care Quality Commission)를 설립하여 보건서비스와 돌봄서비스의 품질관리를 다
시 하나의 조직에 통합하였다. 그리고 2010년 4월부터는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08
에 의해 최저서비스기준은 폐지되고, 필수기준(Essential Standards)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품질관리조직(CQC)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조직으로 돌봄서비스 수준을 향상시
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등록과 감독의 권한을 가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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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조직에 대하여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 주기로 평가
를 실시한다. 그리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조직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기 위해서는 요건에 관련된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품질관리의 내용과 방법
영국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자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공기관 등록절차를 거쳐야한다(Care
Quality Commission, 2012b). 등록 신청에 대한 적합성 평가와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등록과정에서 수집된 일련의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정보의 분석, 적합성 인터뷰
(fitness interviews), 현장 방문(필요한 경우), 평가와 결정의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면 신청한 제공기관에 대해 등록, 조건부 등록, 등록 거부 등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로 최종판단을 내린다. 제공기관의 서비스평가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정기
적 평가인 예고된 평가, 신고에 대응하는 평가, 주제별 평가 등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수행
하는 서비스 평가(inspection)는 등록된 서비스가 국가적인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게 운영되
고 있는가를 점검하여, 이를 이용자나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절차이다. 서비스 품질관
리의 핵심기제라 할 수 있는 서비스 최저기준은 2010년 이후 대폭 간소화되어 총 28개의
필수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평가에 공식적으로 포함되는 지표는 16개 핵심 지표(Core
Quality and Safety Standards)이다(Care Quality Commission, 2012a).
제공인력 관리는 부적절한 인력의 진입을 금지하는 제도와 인력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제
도로 구성된다. 부적절한 인력의 진입을 금지하는 대표적인 기구가 범죄기록국(Criminal
Records Bureau, CRB)이며, 이 조직은 Police Act 1997에 근거하여 2002년에 설립되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예비인력에 대한 범죄기록 정보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CRB와 유사
한 또 하나의 제도로 VBS(Vetting and Barring Scheme)가 있는데, 이 제도는 2006년에 제정
된 Safeguarding Vulnerable Groups Act를 근거로 도입되었다. ISA(Independent Safeguarding
Authority)는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ISA의 역할은 아동과 성인 서비
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작성된 아동서비스 금지 리스트(Children’s Barred List)와 성인서
비스 금지 리스트(Adult’s Barred List)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 1일 부터
는 CRB와 ISA가 통합되어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가 되었다.4) 조직의 통합에도
4) DBS는 Protection of Freedoms Act 2012에 근거해서 설립된 조직이며, 이 법에 의해서 이전 관련 조직
인 CRB와 ISA를 흡수 통합하였다. 그러나 두 조직이 수행하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DBS의 핵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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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범죄기록이 조회되고 서비스 금지 리스트가 관리된다. 한편, 돌
봄인력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5)라는 국가적인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영국의 전 산업분야를 망라한 노동인력 관리의 전통적인 기제이
다. 이 제도를 통한 돌봄 인력관리는 Care standards act 2000 제정 이전부터 실시되어 왔
으며, 다섯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등급은 학교 교육이나 시험을 통해서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결정된다. NVQ 체계는 영국
내의 여러 직무 분야별로 별도의 관리 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 영역은 ‘Skills
for care'라는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4) 품질측정 결과의 활용
영국 품질관리의 기본적인 접근법은 이용자들이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6) 정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공기
관은 이용자가 선택하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제공 중인 서비스 기관에 대해서
도 정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에서 퇴
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접근방식은 서비스 관리에서 뿐만 아니라 제공인력의 관리에서
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동은 Disclosure, Referral, Barring 등의 세 가지이다. Disclosure는 고용주에게 안전한 고용을 보증하기 위
하여 조회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DBS 증명서를 발급하며, 과거의 범죄기록조회에 해당한다. Referral은 고
용주나 서비스 감독기관이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DBS에 의뢰하는 조치를 말하며, 이는
강제적 의무사항이다. Barring은 의뢰된 사람에 대하여 절차를 걸쳐서 금지대상자로 결정하는 일과, 금지
대상자에 포함된 사람들이 일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다. Referral과 Barring은 과거에
ISA에서 수행하던 활동이다.
5) 2011년 1월부터 NVQ 체계는 QCF(qualifications and credit framework) 체계로 변경되었다. 이런 변화에
도 불구하고 이전에 NVQ 등급을 보유한 사람들의 자격은 계속 인정되며, 향후 새로 진입하는 경우나 새
로운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NVQ가 아닌 QCF 체계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6) Care Quality Commission의 홈페이지에는 시설명, 시설의 종류, 우편번호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제공기
관을 검색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평가결과도 자세히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제공기관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이나 경험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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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 민간중심의 품질관리와 민간 생산 정보의 공적 활용
1) 품질관리의 환경
미국의 초창기 돌봄서비스는 주로 민간자선단체가 필요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식
으로 운영되었다. 서비스 주체 또한 민간 비영리기관이 담당하였으며 재정은 기부금과 이
용자의 자기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공공재원의 투입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960-70년대 들면서 연방 재정지출의 증가로 서비스 구매계약 방식이 증가하였고 1980년대
이후 신연방주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포괄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BRA)의 제정으로 영리기관의 진입이 허용되었다(Gilbert, 1993). 이후 1990년대의 요양시설
및 홈헬스 서비스의 증가와 함께, 1996년 복지개혁에 따른 돌봄서비스 확대와 시장기제를
활용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는 영리기관의 진입을 크게 증가시켰고, 이와 함께 품질관리제
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재가돌봄서비스(Home and Comminity Based Services: HCBS)7)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2010년에 도입된
Affordable Care Act(ACA)에서는 이러한 재가돌봄서비스(HCBS)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새
로운 조치들이 제안되었다(DHHS, 2012). 재가돌봄서비스의 경우 주로 취약성이 높은 노인,
장애인 등의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
주정부의 독립성이 높은 미국은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실행방식이 주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 편차 또한 크다. 따라서 품질관리 또한 모든 주에 통일된 방식이 적용되
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이후부터 연방정부는 요양시설(nursing home)
과 홈헬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강제적이고 단일하며 포괄적인 품질측정 및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분기별로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PAS, 2012).
의료서비스가 포함된 personal care service 중심인 홈헬스 서비스는 재가돌봄서비스
(HCBS)의 여러 서비스 중 하나로 이는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리 주정부가 반드시 제공해야
만 하는 의무급여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등록과 품질관리 등을 연방정부의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8)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포
7) 재가돌봄서비스(HCBS)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AS, 2012)
. 홈헬스 서비스: personal care, 가사지원, 일상활동지원 등
. 접근서비스: 교통지원, 사례관리, 정보지원 등
. 지역사회서비스: 법률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 성인주간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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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거의 유일하다 할 수 있다. 나머지 재가돌봄서비스
들은 프로그램에 따라 품질관리 강제성 부여가 차등화 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가 다르며 실제 동일한 서비스라 할지라도 지역별 편차가 커서 표준화된 품질
관리체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1990년대 이후 연방정부가 Medicaid와 Medicare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재정원천으로 확대한 이래 특히 재가돌봄서비스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연
방정부가 여기에 대한 표준화된 품질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
리가 커지고 있다.
2) 품질관리의 체계
품질관리와 관련된 연방법(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에서는 주정부나 주정부의
외부품질위원회(External Quality Review Organization: EQRO)를 대신하여 의무품질표준 준
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국적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NCQA, 2009). 미국은 품질관리와 관련한 법령이나 전담조직이 별도로 구축
되어 있지 않은 대신 대부분 품질관리와 인증을 담당하는 대표적 비영리 민간기구에서 생
산하는 정보를 공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CMS라는 조직이
품질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일정부분 관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정부는 Medicaid와
Medicare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관리에서 대표적인 비영리 품질인증기구인 미국 품
질인증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Quality Assurance: NCQA)9)와 미국 의료기관품질인
증연합회(Joint Commission for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 JCAHO)10)의 정보
를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긴밀한 업무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Medicare 프로그램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 NCQA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정서비스의 경우 CMS를 대신하여 NCQA가 참여기관의 품질 현황을 검
토하고 인정하면 별도의 추가적인 평가나 관리 없이 해당 기관에 재원이 지원되기도 한다.
JCAHO 또한 정부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품질인증기구로 재가돌봄서비스 기관
에 대한 인증과 함께 개별 돌봄과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호스피스 제공기관 등의 경우에도
인증을 하고 있으며, CMS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단, 연방정부의 CMS는 비영리 민

8) CMS에 대한 내용은 http://www.cms.gov 를 참고하였다.
9) NCQA에 대해서는 http://www.ncqa.org 를 참고하였다.
10) JCAHO에 대해서는 http://www.jointcommission.org 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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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증기구에서 실시한 인증이 타당한지를 무작위로 조사하여 인증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불만제기에 대해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
어 민간기구의 품질관리에 대해 일정부분 견제는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3) 품질관리의 내용과 방법
미국의 제공기관 관리는 의료기관확인제도(National Provider Identifier: NPI)와 전국서비스
제공기관관리체계(National Provider System: NPS)가 핵심이다(DHHS, 2004). NPI는 연방정부
의 계획 하에 의료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Medicare 서비스 제공기관은 반드시 의료제공기관임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기
관은 NPI를 부여받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한 CMS는
전국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중심으로 NPS를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건강관련 서비스 제공자
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NPS의 자료들은 Medicare(부분적으로
Medicaid) 제공기관 외에도 의료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
기 때문에, 연방의 다른 기관, 주정부, 기타 민간건강기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품질관리는 제공기관 정보수집 및 축적범위가 지역에서 연방단위로 더 포괄
적으로 확대되고 연방법 규정에 의한 보호 등 보다 강제화 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DHHS, 2004; NCQA, 2010). 이러한 정보관리체계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홈헬스 제공인력은 다양하게 구성된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가사도우미, 물리치료
사, 의료사회사업가, 재활치료사, 보장구공급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홈헬스 제공인력에 대
한 기관 소속 돌봄인력과 개인사업자로서의 돌봄인력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이들의 근무안정성(근무지속성) 정도, 근로조건 등에 대해 정보도 빈약하다. 이런 상황 때문
에 미국에서는 홈헬스 제공인력에 대한 등록기관과 중개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Harrington et al., 2009).
4) 품질측정 결과의 활용
현재 Medicaid 프로그램의 성과와 관련하여 제공기관의 품질평가와 인증결과는 공공에

- 106 -

성인 돌봄서비스 품질관리제도의 다양한 모습

공개하고 있어서, 주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
히 NCQA는 품질에 대한 측정, 분석, 향상을 품질관리의 중심적 과정으로 삼고 있으며 이
러한 품질평가의 결과를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품질관리의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NCQA의 계량화된 의
료관련 최종 성과지표에 근거한 인증과 평가결과는 많은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소
비자 정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수기관 선정 등의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4. 싱가포르 : 구체적인 기준과 엄격한 관리
1) 품질관리의 환경
싱가포르 돌봄서비스 존재감과 비중은 낮은 편이며 관련된 몇 개의 부처에서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돌봄에 대한 국가의 정책기조는 철저히 동양적 사고에 기반 하여 개인과 가
족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Ng,
2004). 돌봄서비스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 역할은 긴급 돌봄과 재정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돌봄에 대한 책임은 지역사회, 가족, 개인에게 전가된다. 국가의 역할은 더 나은 교
육과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다고 여
긴다(Kalyani and Wee, 2011). 싱가포르에서 재가돌봄서비스에 대한 보장방식은 크게 세 가
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가정에 외국인 근로자인 FDW(Foreign Domestic Worker)를 고용하
여 가정 내 돌봄을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이다.11) 둘째, 지역사회기반 돌봄서비스로 공동모
금회(Community Chest)를 통해 모은 기부금을 자발적 복지조직(Voluntary Welfare
Organization, VWOs)에 지원하여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이다.12) 셋째, 보건의료체계
기반 돌봄서비스로 보편적인 국가정책인 CPF(Central Provident Fund)13)의 의료저축계좌
11) 1978년에 도입된 FDW 제도(Foreign Domestic Worker Scheme)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꾸준히 증가
함에 따라 가정에서의 육아나 노인 돌봄에 필요한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
다.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외국인가사도우미(FDW)는 2011년 현재 약 206,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
다(Ministry of Manpower, 2011).
12) NCSS(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는 사회서비스프로그램을 보다 더 잘 관리하고 전달하기 위해
자발적복지조직(VWOs)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모금회(Community Chest)에 모인 기금을 자발적 복
지조직에 할당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2011년 기준 2억4천1백만 달러가 536개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에 지급되었다.
13) 중앙적립기금 CPF는 연금성격의 사회보장제도로서 1955년 도입되었으며, 피고용자와 고용자 쌍방이
임금의 일정부분을 적립하는 일종의 강제저축으로 노동부 산하 CPF Board에서 관리하고 있다. CPF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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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save Account)와 국가보조금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전달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각각 노
동부, 사회가족부, 보건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비중은 낮은 편이다. 돌봄서
비스 재정원천이 개인의 저축계좌와 개인부담금, 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금, 조세 등으로
다양한 원천으로 구성되지만, 재정 원천에 관계없이 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품
질관리 개입은 강력한 편이다.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하면 서비스 제공이 바로 가능
하나, 수용가능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실시하는 성과평가체계에 모든 서비스제공조
직이 참여하고 있다(김학주, 2009).
2) 품질관리의 체계
싱가포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전담조직이자 준정부 평가기관인 NCSS(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는 자발적 복지조직(VWOs)에 대한 총체적인 감시 및 성과관리, 교육 및
훈련 역할을 담당하며14) 실제 교육훈련은 산하에 SSTI(Social Service Training Institute)라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15) 1958년 12월 싱가포르 사회서비스협의체
(The Singapore Council of Social Services, SCSS)가 최초로 설립되어 사회서비스분야에 국
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1983년에 범정부적 차원의 민간복지기금
모집을 위한 조직인 공동모금회(Community Chest)가 설립되어 비영리 복지조직의 기금모금
활동을 지원하고 요보호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공급을 지원하게 되었다. 1992년 저출산․고
령화와 핵가족화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돌봄서비스 욕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
비스협의체는 여타 중앙의 사회서비스관련 모금 및 활동단체들과 통합되었고 NCSS로 재탄
생하였다(김학주, 2009). 약 400개의 VWOs의 우산조직인 NCSS는 서비스 방향과 리더십을
제공하고 서비스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2002년에 조성한 VCF(Voluntary
Welfare Organization Capability Fund)는 NCSS 회원조직인 VWOs를 대상으로 더 나은 전문

자는 보통계좌(ordinary account), 의료계좌(medisave account), 특별계좌(special account), 퇴직계좌(retire
account)로 구분된 4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보통계좌는 주택,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계좌는
의료비, 의료보험 등에 사용가능하다. 특별계좌는 퇴직 후 소득보장을 위해 적립되며, 퇴직계좌는 별도의
적립금은 없으며 55세 이후 특별계좌가 퇴직계좌로 전환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2011년 9월부터 50세 이하
근로자는 본인의 월 급여 중 20%를, 고용주는 16%를 각각 근로자의 CPF 계좌에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또
한 50세 이상 65세 이하 근로자 중 월 임금이 1,500~5,000불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CPF 기여율은 최소
11.5%부터 최대 36%까지이며, 연령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
14) NCSS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ttp://www.ncss.gov.sg 를 참조
15) SSTI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ttp://www.ssti.org.sg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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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서비스 전달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연구, 컨설팅, 단기 프로젝트, 정보통신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NCSS는 품질관리를 위해 제공기관 서비스 표준가이드라인 제공, 제공
인력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경력센터를 설립하여 구
직활동을 촉진하는 등 필요한 수요처와 원활한 인력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품질관리의 내용과 방법
싱가포르에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NCSS에 의해서 관리된다. 제공기관의 대부분을 구
성하는 VWOs는 조직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사회법
(Societies Act)에 근거한 협회가 있으며 보통 자선단체 성격이 강하다. 둘째 회사법
(Companies Act)에 근거한 보증제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가 있으며, 마지막으
로 조합법(Trust Act)에 근거한 조합(Trust)이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먼저 조직의 설립목적
에 맞는 법적지위를 획득해야 하며 이후 NCSS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제공기관 관리의 핵심은 NCSS 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인데, 크게 세 가지 내용
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품질관리의 기준과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EPES(Enhanced
Programme Evaluation System)가 대표적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의 상황
과 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측정한다.16) VWOs는 스스로 이 도구를 사용하여 성
과를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SSR(Service Standards Requirements)은 효과적인 서비
스 수행을 위해 VWOs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16가지 단계를 제시한 것이다.17) 둘째
는 제시된 EPES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SSR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이런 현장 확인과정을 통해서 품질기준 이행을 점검하며, 이 과정에서 전
문가들을 활용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기도 한다. 셋째는 서비스 품질관리
를 위해 서비스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한 역량강화를 실시한다. NCSS는 서비스표준요구사항
을 이행하는 VWOs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비스별, 분야별, 프로그램별 등 각 서비스별 안내
서를 개발하여 서비스제공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품질관리의 핵심은 프로그램
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성과주의, 고객중심주의의 방향으로 관심 축이 강하게 움직이
고 있다.
제공인력에는 전문 인력(professional manpower), 자원봉사자(volunteers), 비공식 돌봄인력
16) EPES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www.ncss.gov.sg/VWOcorner/PES.asp 을 참조
17) SSR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www.ncss.gov.sg/VWOcorner/SSR.asp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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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l care-givers) 등이 포함된다.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전문 인력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보조 인력은 치료 목적의 운동, 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부름 및 가사활동지원 등을
수행한다. 그들은 주로 노인 요양원, 성인주간보호센터, 성인과 아동의 그룹홈, 지역사회병
원 등에 고용된다. 제공인력 관리체계는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직책과 직무가 주어지며 각
직무에 따라 훈련과정, 훈련기관, 지원되는 훈련비용의 액수까지 결정되어 있다.
4) 품질측정 결과의 활용
NCSS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계획
서와 성과자료를 심사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인상하는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
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재원의 일부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조성되는 관계로 성과
관리에 기반한 품질평가 결과는 기부자들에게 공개되어 기부금 사용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5. 일본 : 정부의 기본적 관리와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
1) 품질관리의 환경
1950년대 이후 일본의 복지서비스 공급은 정부가 제공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는 조치 방식
으로 제공되었다(村上貴美子, 1987). 이후 1970년대 일본경제에 충격을 준 오일쇼크를 기점
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가 시작되었고, 조치비 제도는 유지되었지만 일부 영역에서 영
리조직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에는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을 통하여
조치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지원비제도로 전환시켰다(北場勉, 2005).18) 지원비 제도는 이용자
가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 지원방식을
의미한다. 복지서비스 구조개혁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와 더불어 이용자와 제공
자의 대등한 관계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이용자의 자기결정에 기반한 계약에 따라 서비스
를 이용하게 하였고, 선택받기 위한 제공기관들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기
대하였다(畑本裕介, 2012). 이와 함께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고충해결제도의 의무적 시행,
18) 2000년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은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고에서는 성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노인서비스와 장애인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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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등의 조치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기제로 실시되었
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자격을 규정한 법정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기존
의 사회복지법인과 공익 및 비영리법인에 이어 영리조직도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한 구조를
취하게 함으로서 시장원리에 따른 제공자간의 경쟁 구조가 형성되었다(한창완, 2011).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 담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
삼자평가가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일부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든 제공기관이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하는 등 서비스 품질관리가 강화 되는 추세에 있다. 이외에도 서비스제공
인력에 대한 자격제도의 개선작업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2) 품질관리 체계
노인개호서비스는 2000년 4월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용자와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한 이용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1998년 6월 복지서비스의 기본적인 제공방식과 원칙
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으로 개정되고 이런 개혁조치로 장애인복지
서비스도 사업자와의 계약방식을 통한 이용제도로 전환되었다. 현재 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사회보험 방식의 개호보험 제도가, 장애인서비스는 조세에서 충당되는 자립지원서비스19)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근하는 구조는 동일하다.20) 또한 두 서비스 공히 품
질관리 평가기제는 제삼자평가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의 경영자는 스스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평가와 기타 조치를 강구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
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의 경영자가 복지서비스 제삼자평가를 받는
것은 이를 이행하는 일환으로 규정되어 있다. 복지서비스 제삼자 평가사업의 추진체제는
전국사회복지협의회와 도도부현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크게 평가 사업을 관리하는

19) 2013년 4월부터 장애인서비스의 근거법령인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장애인종합지원법’으로 명칭
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실질적인 사업의 변경과 제도의 시행은 2014
년 이후이며, 이용자 선택과 공급자 경쟁의 원리에는 변화가 없음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장애인자립지원
법 상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20)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의 욕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국 공통규정의 판정과정(노인의 경우 요지원 개
호등급, 장애인은 장애정도 판정)을 거친 후, 판정결과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지급양이
결정되며, 서비스의 이용개시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서비스 비
용은 행정기관이 비용 지불 대리자의 자격으로 이용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비용청구를 통해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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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조직과 평가업무를 시행하는 지방조직으로 구성된다. 제삼자 평가사업을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은 전국사회복지협의회이다. 전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서비스 제삼자 평가
사업의 추진 및 도도부현 추진조직에 대한 지원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도도부현 추진조
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평가기준, 평가 공표방법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업무추
진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기준위원회’와 도도부현 추진조직 및 제삼자 평가기
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평가사업보급협의회’를 전국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도도부현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도도부현 추진조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근거
하여 추진조직을 설치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한다.
3) 품질관리 내용과 방법
제공기관 관리는 크게 진입관리와 제삼자 평가로 구성된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은
후생 노동성에서 정한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도도부현 지사에게
사업자 신청을 해야 한다. 도도부현은 신청자가 그 기준을 만족 시키고 있는지, 신청자의
과거 형벌이나 지정 취소 처분 등의 이력이 있는지를 심사 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
하게 된다. 그리고 제 1종 사업과 제 2종 사업에 따라 진입할 수 있는 주체가 다르게 규정
되어 있다.21)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허가 기준은 사회복지법인, 특정비영리활동
법인(NPO법인)22), 의료법인, 영리법인, 공익법인23) 등의 신청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
다. 제공 주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공통적으로 정기적인 사
무와 재정에 대한 행정감사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다.
21)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제 1종 사회복지사업과 제 2종 사회복지사업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제1종
사회복지사업의 경영주체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 2종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공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다. 제 1종 사업은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원호시설, 갱
생시설, 아동양호시설, 특별양호노인홈, 장애인지원시설 등의 입소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 2종 사업
은 제 1종 사업을 제외한 복지사업으로 되어 있다.
22) NPO법의 제정이후,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12년간 전국적으로 38,405개소의 NPO법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사목적의 여타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의 경우 100년 이상의 역사에도 두 법인
을 합쳐 24,648개 법인(2007년 기준)인 점과 비교하면 성장 폭이 매우 크다고 평가 받고 있다. NPO법인의
창설배경이 주민참여 및 시민상조형 자원봉사에 있기 때문에 활동범위는 복지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2009년 현재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및 복지활동, 교육, 문화, 보육, 각종사업 컨설팅 등으로 다
양하다.
23) 공익법인은 민법에 근거를 두는 조직으로 당사자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사단법인과 기부 및 조성금 단
체와 행정기관의 대행기관이 주를 이루는 재단법인으로 구성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법인체를 인정받
아, ‘일반 사단법인’과 ‘일반 재단법인’의 법인체 자격을 취득하고, 법인체의 자격취득과는 별개로
‘공익성’에 대한 신청에 의해 ‘공익사단법인’과 ‘공익재단법인’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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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 평가사업은 2000년 6월에 제정된 사회복지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2001년 5월에 시
작되었다. 당시에는 중앙정부에서는 기본적인 이념만 제시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지방
정부에 위임하였다. 2004년 5월에 전국 공통의 평가기준과 인증요건을 제시한 ‘복지서비
스 제삼자 평가사업에 관한 지침’이 후생노동성에 의해 시행되면서 전국 단위에서 각 기
관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복지서비스 제삼자 평가의 과정은 평가 신청과
접수, 자기평가, 이용자 조사, 사전분석과 방문조사, 평가의 결정, 평가결과의 보고와 공개
로 진행되며(이봉주 외, 2012),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가이드라인은 전국적으로 공통
되게 마련되어 있다. 복지서비스 제삼자 평가제도는 각 사업자가 사업운영 상의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삼
자 평가가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이라 실제 여기에 참여하는 제공기관의 수는 많지 않다.
제삼자 평가제도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로 규정하며 품
질관리에 대한 책임이 주로 제공기관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선발과 관리는 담당행정기관에서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지정된 기관에서는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인력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재가돌봄서비스에 해당되는 개호보험제도 상의 방문개호사업과 장애인자
립지원제도 상의 거택개호사업의 서비스 제공인력은 각각의 제도상의 명칭에 따라‘방문개
호원’과‘거택개호종사자’로 구분되는데, 양자를 통칭하여‘홈 헬퍼’라고 한다. ‘홈 헬
퍼’란 지방정부, 사회복지협의회, 각종 인증단체(회사) 등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하는‘개호원 양성연수’를 이수하여 자격을 얻는다. 교육과정은 전국 공통으로 정해
진 커리큘럼에 따라 실시되며 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나뉘며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도 각기 다르다. 이러한 양성과정을 거친 인력들은‘홈 헬퍼’의 자격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동하게 된다. 제공인력의 보유자격
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보수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공인력의 계속적
인 자질 향상을 독려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4) 품질관리 결과의 활용
제삼자평가에 참여한 제공기관(사업자)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서가 완성되면 해당 지방자치단
체 추진조직에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
여 제출된 보고서는 기관의 동의를 얻어 WAM NET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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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 제도별 개별적 관리체계
1) 품질관리의 환경
외원단체의 지원을 받은 비영리 민간부문의 주도로 시작된 한국의 돌봄서비스는 2000년
대 들어 저출산․고령화, 여성고용의 증가,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07년 이후 바우처 방식으로 도입된 다양한 재가서비스와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서비스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
전하고 있다. 재정지원방식 또한 전통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보조금 방식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다가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도입 이후 수요자 지원방식이 도입되었다.24)
이용자 선택제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제공기관 다원화는 비영리민간부문과 영리부분이
혼재된 상태로 그 규모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제공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25) 따라서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예산과 지출 규모 확대라
는 양적인 차원, 수요자 지원과 서비스 시장의 도입과 같은 새로운 운영 원리의 도입과 같
은 질적인 차원에서 모두 이전 시기와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양난주, 2010).
한국의 돌봄서비스는 각각의 서비스마다 서로 상이한 품질관리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품질관리 주체 또한 각 개별 서비스마다 상이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진입관리에서도 지정
제, 등록제, 신고제 등으로 제도마다 다르다. 최근 돌봄서비스는 제공기관 수와 제공인력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진입도 쉬워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일정 수준의 관리와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1월에 개정된 사회보장
기본법에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관리
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24) 정부가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은 전통
적으로 공급자에 대한 지원 중 보조금 방식이었다. 이후 이용시설을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면서 위탁지원
이 나타나게 되었다. 위탁계약은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계약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위탁계약의 두 유형
이 발전되어 왔다. 이후 2007년 들어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도입되면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서비스 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전통적인 공급자 지원
방식과 바우처 등을 통한 수요자 지원방식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25) 한국은 공공에 의한 직접 공급은 미미한 채, 정부에 의한 민간부문 활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주체는 공급자 지원방식의 경우 비영리민간부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수요자 지
원방식의 도입이후 비영리민간부문의 폭이 넓어지고 또한 영리부문이 약진하고 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
면 비영리부문 중심이지만, 영리부문의 폭도 급속히 증가하면서 여러 형태의 제공주체가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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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법 제30조 제2항)라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한
관리가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통합적인 품질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는 상황이다.
2) 품질관리의 체계
한국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대상, 재정지원방식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나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노인돌봄이 필요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애인 돌봄이
필요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노인돌봄서비스라 하
더라도 공급자 지원방식이 적용되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며 수요자 지원방식
이 적용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공급자 지
원방식이 적용되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이,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품질평가와 관련해서 보면, 평가주
체는 제도마다 각각 다르다(이봉주 외, 2012; 이봉주, 2013).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요양
보험제도 운영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위탁운영기
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등 공급자 지원방식이 적용되는 서
비스는 중앙 수준에서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 기준 등이 마련되고, 평가
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에서는 전자바우처를 운영하
는 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처럼 각각의 서비스에 따라 품질
관리체계는 분산되어 있는데, 이는 품질관리를 통괄하는 법률이 없고, 각 개별법에 품질관
리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3) 품질관리의 내용과 방법
돌봄서비스는 제도에 따라 품질관리 내용과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들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제공기관의 기본
품질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등에도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품
질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공기관 진입관리와 평가체계에 적용되는 내
용 또한 각 서비스마다 다르다. 먼저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시설은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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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하여 시설을 신고하고, 시설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등록하고, 품질에 대한 평가
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개별 법령에 근
거하여 제공기관으로 진입할 때는 지정을 받고, 제공기관으로 진입한 후에는 평가를 받도
록 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노인과 성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공통적으로 제공기관 진입 시 소재지 관할구역의 시․군․구청장이나 제도운영기관으로부터
지정, 등록, 신고 중 해당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시설 및 장비기준, 인력기
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진입 후 평가 기준은 각 서비스의 근거 법률에 제시되어 있으며, 내
용은 각각의 서비스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품질관리에서 제공기관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제공인력에 대한 관리이다. 현재
돌봄서비스 정책이 개별 사업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인력의 근로조건이나
진입교육, 보수교육 등 인력관리 분야에서도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26)
4) 품질관리 결과의 활용
서비스 품질관리 결과의 활용은 각각의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시
설평가 결과는 공표하고 시설의 감독이나 지원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결
과를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바우처제도 상의 제공기관 품질평가 결과는 사
회서비스 홈페이지에 우수기관을 공개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서비스 품질
평가는 결과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각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결과는 규정상 공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26) 여기에 해당하는 제공인력은 노인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가사간병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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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품질관리와 연관해서 보면, 돌봄서비스의 세계적인 변화 동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지위가 중요해지는 경향이다. 이용자의 높
아진 목소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체제로의 수렴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그
리고 서비스 내용면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개별화가 강조된다. 이런 추세는 서비스 제공주
체를 다원화시키면서 민간 비영리와 영리조직의 진입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영
리조직의 진입 확대는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로 하여금 서비스 질에 대한 보증 장치
를 만들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는 아시아와 서구 국가 공히 시설서비스
중심에서 재가서비스로 전환이 뚜렷한 추세이다. 이는 돌봄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의 필요성
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시설서비스는 공개된 시설이라는 공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제공인력의 자격요건도 비교적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반면에, 이용자의 가정에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돌봄서비스의 경우 제공인력의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우
며, 서비스가 이용자의 가정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다. 시설중심
의 서비스에서 재가돌봄서비스 중심으로의 전환은 좀 더 세밀한 품질관리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각 국가들은 돌봄서비스 시장화의 정도, 재가서비스로의 이
행정도, 품질관리 체계의 엄격성과 결과 활용 등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대상 국가들의 다양한 맥락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현상은 품질관
리제도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자율적 품질관리를
강조하는 나라들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 품질평가를 새로이 도입하고 있는 추
세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화의 확대는 큰 맥락에서는 품질관리제도의 강화로 수렴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적인 일련의 과정들은 각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품질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속도차가 존재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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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별 다양한 품질관리 모습

구분

환경

스웨덴
‘낮은
시장화와
품질관리의
점진적
강화’

1992년 지방화와
시장화 전략 도입,
더딘 시장화,
느슨한 품질관리,
2000년 후반 시장화
근거 마련

체계
1982년
사회서비스법 제정,
광역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2013년 보건․돌봄
조사국(IVO)으로
이전)

내용과 방법

결과 활용

제공기관 등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규정
마련(2012)

느슨한
품질관리체계,
소극적
품질결과공개,
최근의 적극적
변화

16개 서비스
핵심필수지표
구성, 제공인력
범죄기록조회,
국가직업자격제도
실시
서비스제공기관
확인제도(NPI),
제공기관
관리체계
구축(NPS),
제공인력관리는
약함
성과 중심의
서비스 관리,
성과중심의
평가(EPES)와
서비스 표준규정
(SSR) 강제적용

영국
‘구체적인
기준과
분명한
관리주체’

1990년
NHSCCA제정,
시장기제도입,
제공기관다원화

2000년 품질관리법
시행, 별도의
품질관리전담기구
(CQC),

미국
‘민간
중심의
품질관리와
민간 생산
정보의 공적
활용’

1990년대 홈헬스
서비스 증가,
1996년 복지개혁,
이용자선택권강화,
영리기관 진입증가

비영리민간품질
인증기구의 정보
활용, 연방정부
CMS에서 일부
개입

싱가포르
‘구체적인
기준과
엄격한
관리’

돌봄은 개인과
가족책임, 강한
국가 통제, 적극적
품질관리.

준정부 평가
전담조직(NCSS),
보건부와
사회가족부 이중
체계 운영

일본
‘정부의
기본적
관리와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

2000년
사회복지기초구조개
혁 실시, 조치에서
지원비제도로 전환,
영리조직 약진,
서비스경쟁

제삼자 평가는
전국사회복지
협의회와
도도부현이
협력하여 시행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한
자율적 품질평가
(일부영역 강제)

서비스제공기관
정보 공개,
서비스 이용자
보호기제로 활용

한국
‘제도별
개별관리
체계’

2007년
바우처방식도입,
제공주체 다원화,
서비스별 파편화,
통합관리 필요

품질관리 주체는
서비스별로 상이,
위탁받은 서비스
운영주체가 담당

서비스 제도별
상이,
투입과 과정
중심의 평가

평가결과공개,
인센티브나
패널티 적용 등
기관 통제기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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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서비스평가공개,
미충족 기관
퇴출, 이용자
정보제공 활용
제공기관
품질평가와
인증결과 공개,
소비자정보 및
우수기관 선정
등에 활용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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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품질관리 모습을 통해 확인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국가에 의한 품질관리 개
입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대상 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볼 때,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품질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모습은 크게 세 가지 유형
으로 분류될 수 있다.27)
첫째, 돌봄서비스의 시장화와 제공기관의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공공성이 약한 영리주체
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선택 증진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품질관리제도를 강화
하는 유형이다. 정부가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체제에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도
록 하고, 서비스 제공은 비영리 민간 또는 영리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변화
를 표현하는 용어가 시장화 또는 민영화이다.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제공하거나 민간운영자
에게 위탁하여 제공하게 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
용한 서비스에 대하여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달방법이 달라지면 정부의 제공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은 약화된다. 따라서 돌봄서비스의 시장화는 품질관리를 약화
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영국과 스웨덴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은 보수당정부에서 1993년 시장화와 민영화를 시행하였고, 노동당 정부에서 2000년에 돌봄
서비스 품질관리법을 제정하였다. 품질관리법의 제정은 돌봄서비스 시장화가 이용자의 선
택을 보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판단했던 점과 관
련되어 있다. 그래서 영국은 급격한 시장화와 강력한 품질관리제도로 묘사된다. 영국은 시
장화와 품질관리를 돌봄서비스 제도를 상호 보완하는 핵심적인 두 축으로 설정하였다. 이
는 급격한 시장화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강력한 품질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영국처럼 시장화와 민영화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시장화 전
략을 도입하면서 이와 비례하여 품질관리제도 역시 함께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28)
27) Sorenson(2007)은 유럽 국가들의 분석을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어디에 초점
을 두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첫째는 제공서비스의 기준, 제공기관의 능력
등에 대해서 법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고지하는 데 초점을 두는 유형이다. 둘째는 공급자 간의 경
쟁을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유형이다. 이는 서구 국가들에 국한된 분석을 통
한 유형화이다.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면서 세 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28) 영국과 스웨덴은 품질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품질관리에서 서비스
의 표준화(standardization)와 개별화(individualization) 중에서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하느냐에 대해서는 차별
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최근 들어 서비스에서 정해진 시간에 어떤 내용을 얼마나 제공하는지를
보는 표준화 보다는 개개인 이용자의 상황과 기호에 얼마나 반응적인가를 보는 개별성을 더 강조하는 경
향이 있다. 반면에 스웨덴, 덴마크 등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주도성과 통제 보다는 품질관리기구에 의
한 행정적 통제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Rostgaard, 2012). 이런 차이는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의 시장화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 초기인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시장화로 인한 무질서를 우려해
표준화에 더 집중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시장화 정도와 경험이 높은 영국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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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장화와 민영화 환경에서 이용자 선택제도 또는 선택행위 그 자체가 품질관리 기
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유형이
다. 전통적 시장이론에 따르면 다수의 공급자들 가운데 이용자가 선택해서 이용하도록 하
는 시스템 그 자체가 품질관리의 가장 유효한 기제라고 가정될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은 시
장화를 통한 이용자 선택제도 자체를 중요한 품질관리 기제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제도의 실시와 사회복지 구조개혁을 통해서 전면적인 돌봄서비스의 시장화
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시장화는 영국과는 달리 비용의 통제보다는 이용자의 선택
과 공평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의도가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의 시장화를 통
한 이용자 선택제도는 그 자체로서 서비스 품질의 제고 방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
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삼자평가와 같이 평가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하여 인증하는 자
율적인 방식이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일본과 경로는 다르지만 전통적이고 점
증적으로 이용자 선택제도가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이용자 선택 자체가
일차적 품질통제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품질관리 제도는 민간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느냐의 여부는 제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29)
셋째, 서비스 효율성 확보와 제공기관 통제에 일차적 목적을 두는 일종의 관료적 통제장
치로서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유형이다. 여기에는 싱가포르와 한국이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싱가포르는 기부금과 조세 등을 투입하여 돌봄서비스 제도를 운영하지만, 국가
의 관여도는 매우 높다. 국가의 역할을 자금제공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시스템관리자의 역할
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재정의 원천에 관계없이 공적재원으로 운영되는 민간사회복지기관
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매우 엄격한 편이다. 공급자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품질관리
제도의 핵심 원리로 볼 수 있다. 한국은 돌봄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의 기여도는 싱가포
도의 통제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 미국이나 일본이 시장기제 자체만을 품질관리의 충분조건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비스 이용자
에게 제공된 정보는 제공자가 보유한 정보 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정보 불균형의 문제, 그리고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의 낮은 인지능력의 문제 등을 고려하는 보완적인 장치들을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계속해
서 고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 해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
니라, 시장기제가 작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품질관리의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시장기제의 방해요소들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이용자들이 더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제 3의 기관을 통해서 제공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
보를 더 쉽게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시민옹호자나 후견인 등의 대리제도를 통해서 이
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등이 열거될 수 있으며(Eika, 2009),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방향의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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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보다 훨씬 높은 편이지만, 품질관리의 메카니즘은 싱가포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국
의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는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이나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공
급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을 더 중요하게 설정하였다. 그래서 사회복
지시설평가에 대하여 위압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상생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논의
가 있다. 여기서 상생의 두 주체는 이용자가 빠진 정부와 제공기관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
과는 별개로, 현재 한국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확대로 시
장화 된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좀 더 강력한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필요성이 함
께 논의되고 있다.30)
이런 전반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품질관리 제도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역사와 상황일 것이다. 품질관리 제
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관리주체가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중요해 보인다. 품질관리 정보를 공적인 조직에서 생산하는가 아니면, 민간조직에서 생산하
는가도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다. 그리고 품질관리가 강제적 기제인가 자율적 기제
인가도 중요하며, 이용자 정보공개 시스템의 수준도 나라마다 차이를 보인다. 돌봄서비스가
확대되는 배경과 과정은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섯 개 나라 모두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
으며, 재정지원방식 변화와 시장기제 도입으로 인한 제공주체 다원화 등이 품질관리기제를
강화하는 환경적 요소임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나 돌봄서비스가 확대되는 시점이 다
르고 시장화 속도와 강도가 다르며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수단도 다르다. 정부전
담기구 대신 민간평가기구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품질관리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정부의 강력한 품질관리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영국이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도 없다. 일본과 같이 일시에 시장경쟁방식을 도입하고도 10년 이상 동안 품질관리에 대한
강력한 개입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나라도 있다. 반면에 싱가포르처럼 시장화
기제를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에 강하게 개입하는 나라도 있다.
이처럼 현재 각 국가의 품질관리 제도의 모습은 하나의 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
인다. 각 국가의 정치적 환경, 행정문화, 국가역할에 대한 시민의 기대, 서비스의 발전수준
30) 최근 한국에서는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법률안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평가, 노인요양시설
평가, 이용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의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준정부 기구를 통해서 강력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지 입장도 있고, 관리조직에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될 경우 민간 기관의 자율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반
대 입장도 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14). 한국은 현재 품질관리제도의 변화기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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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품질관리 기제가
강화되는 모습은 모든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일관된 모습이다. 미국, 스웨덴, 일본 등에서
품질관리기제가 공적차원에서 보다 강화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국가
개입 의지가 보이고 품질관리 내용도 보다 엄격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좀 더 많은 국가들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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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of
Social Care Services
- Sweden, UK, US, Singapore, Japan and Korea Hwang, In-Mae(SungKongHoe University)
Kim, Yong-Deug(SungKongHo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ictures on quality assurance system of social care
services and related factors in Western and Eastern countries. Since social care services are
delivered by direct physical contact, securing safety and respect is foremost important. For this
reason, quality management scheme is essential for running social care services. By comparing six
countries, this study examined these aspects.
The result shows that the national pictures of quality assurance systems since 1990 a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First type sets the purpose of national quality system mainly on the
protection of service users from for-profit providers and promotion of user choice among diverse
providers (UK and Sweden). Second type promotes quality system based on voluntary participation
of providers. In this type, marketization and privatization are regarded as tools for quality assurance
(US and Japan). Third type considers the quality system as bureaucratic control scheme to enhance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of service providers (Singapore and Korea).
But the pictures of quality management of these countries can’t be attributed to any single
factor. It seems that political environment, culture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citizen’s
expectation to the role of state, development level of social care services are all related to present
picture of quality system.
Keywords: Social Care Services, User Choice, Marketization, Quality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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