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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t the moment, issues on social welfare services delivery system are discrepancy between purposes and outcomes of Citizen’s Living Support Services, expansion of voucher provisions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nd it’s impact on
the public responsibility, implementation of new social care system for old people and negative effects of it’s competitive provisions, and influence of marketization and privatization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These issues are related
to the recent government policies to promot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tried to describe present problems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delivery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d on two topics. The first is on the alternative features of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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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delivery system securing it’s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Next
is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market-like strategy because of provider
oriented present social welfare services system. This study also included reflections on the expected negative influences of market strategy concerning it’s
weakness on service user protection, quality assurance and qualified workforce.
These two topics revealed close interdependency and their alternatives are simultaneously related to the making relevant partnership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subjects.
Key words: Delivery System, Marketization, Privatization

Ⅰ. 서론
현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실시의도와 현실 간의 괴리, 바우처 제도의 확
대와 공공성의 문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실시와 이 제도의 부정적 측
면, 서비스의 민영화와 시장화의 예상되는 영향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
고 복잡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쟁점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국면에서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
근에 채택된 제도들과 관련이 있다. 이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효
과적인 집행에 관여되는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행정조직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체계를 이용자
선택 중심의 체계로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표방하고 있는 시장화 전략
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쟁
점은 상호 독립적인 쟁점은 아니며, 공적 행정조직과 민간 공급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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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분담 및 상호 소통 방식의 새로운 관계 정립의 문제가 포함된다.

Ⅱ.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1. 공공전달체계의 변화 과정

공공부문의 경우는 공적전달체계의 개편과 관련하여 시범보건복지
사무소를 운영하였으나,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부조 전달체계
이외의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 바가 없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은 민간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에 위탁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공공부분의 역할이었
다. 1990년대 후반에는 민간부문에 대한 예산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
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를 도
입한 사실이나,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구성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성
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 사실 등은 공공부문의 사회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
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틀을 바꾸는 적극적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여전한 전 근대적 체계에서 서비스 제공자를 부분적 또는 방어
적으로 견제하는 정도의 수단을 제시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200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사회복지서
비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어떤 기제도 보유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
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
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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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규정은 2003년 법 개정에서 추가된 내용이며, 2004년 9월에 후속
시행방안이 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다(김용득, 2005).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각
지방자체단체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각 동사무소에 주민생활
지원팀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보건, 교육 등의 주민생활에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 대하여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였
다(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2006).
그리고 이 개편의 내용은 2007년에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확대·실시되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다면 서비스가 필요한 사
람은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정부에 대하여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사
정과정을 거쳐서 서비스 제공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 사람에게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할 것
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지역 단위에서의 서비스 신청제도는 지역주
민에 대한 편의성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와 주민생활지
원서비스 체제로의 개편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은
지역주민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로 볼 수 있다.1) 그러나 이
것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사될 수 있는 권리로 정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지역의 주민들과 단체들은 서비스 신청을 권
리로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 여기서 권리라 함은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된 의미이다. 신청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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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의 ‘서비스 신청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여
건에서는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이 필
요한 욕구라고 타당성을 판단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가
능성이 희박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주
체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고, 이들 각 서비스에 대한 진입경로도 각 개
별 기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통해서 확인된 욕구를
민간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접근 경로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관련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공공 전달체계를
통해서 확인된 욕구를 지방정부가 책임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
재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확
인되어야 한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도에 의해서 신청된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진입 경
로가 공적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
기 위해서는 이용 실적에 의해서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
식으로의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의 구조

최근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그 종류와 내용이 급속하게 확대되
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전
통적인 재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심을 이루는 분야는 꾸준히 양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재가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서비
스, 직업재활시설, 자활센터,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여성쉼터, 아
동쉼터 등의 소규모 재가복지시설들도 지속적으로 도입·확장되고 있
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등을 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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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시행되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비스 자원의 효과
적, 효율적 배분의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
복지서비스의 양적 증가와 종류의 다양화는 불가피하게 사회복지서비
스의 공식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압박 요인이 될 것이며, 이는 보
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제가 사회복지서비
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의 공식적인 책임을 수행하게 되는 구
조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에서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가 공식적
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선결 과제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포괄하고 있는 범위와 관련된 문제이
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주민생활관련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를
최대한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련 서비스가 연계·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보건, 복지, 고용, 문화, 교육, 체육 등의
8가지의 주요 업무를 연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주민생활지원팀과 주
민생활지원국에 부여하였다. 그러나 8대 서비스 영역이 주민생활지원
과 직접 관련된 분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8대 영역에서의 서비스
신청에 대한 처리과정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체
육이나 문화, 관광 등의 영역에서 신청자에 대한 주민생활지원 업무는
대부분이 정보제공 수준에서 끝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영역 특
히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경우에는 개인의 서비스 필요 욕구에 대한
평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심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 단위의 계획 수립, 상황 변화에 따른 계획 수정 등
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절차를 통해서 8대 영역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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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별로 차별화된 적절한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복
지를 제외한 영역은 사실상 읍·면·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접수
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
민생활지원서비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
면 실제로 주민생활지원팀, 통합조사팀, 서비스 연계팀들 간의 의뢰와
조정이 일어나는 분야는 복지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이런 현실을 감
안한다면 복지를 제외한 7가지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
과의 총괄기획팀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배포하고,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적
절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팀에서의 신청 접수, 통합조사팀에
서의 자격심사, 서비스 연계팀에서의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연결 등과
관련된 업무는 사회복지 분야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그리고 복지를 제외한 영역의 신청과 처리는 행정직의 고유 업무
로 설정함으로써, 주민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의 통합적 운영과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복지 영역 내에서의 서비스 차별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주민
생활지원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복지업무는 그 성격에 따라 몇 가지
구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급여의 내용에 따라 현금급여와 현물
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연금(수당), 노령수당,
보육료 지원 등은 현금급여에 속한다. 그리고 상담, 사회복지기관 이
용, 후원 물품의 제공 등은 현물급여에 속한다. 그리고 급여의 제공 기
준에서 보면 법률적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자격급여와 법률적 준거 기
준은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개인의 신체적 능력, 인지적 능력, 심리
적 상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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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제공되는 재량급여로 나눌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
연금(수당), 아동수당, 노령수당 등은 대표적인 자격급여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생활시설 이용, 복지관 이용, 각종 재가복지서비스
등은 재량급여의 성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금급여이면서 동시에 자격급여로 명백히 분류될 수 있는 복지서비
스의 내용들은 행정적 심사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들이다. 반면
에 현물급여이면서 재량급여에 속하는 내용들은 법률적 기준에 준거
를 두더라도 전문적 판단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전문적 사정assessment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를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면 전자는 공공부
조 관련 급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후자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급
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급여는 기준과 내용이 크게 다
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신청과 결정절차도 이에 맞게 차별적으로 적
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의 업무 처리
단계에서부터 이 두 가지는 구분되어야 하며, 담당자도 별도로 지정되
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공공부조에 관련된 현금성 급여의 신규 신청
은 현재와 같이 대부분 통합조사팀의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쳐서 결정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제공 자격을 정하
는 과정에서 자산조사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 통합조사팀에 자산조사를 의뢰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팀 내에서의 기본적인 업무 분담의 구조
는 복지를 제외한 7대 서비스 담당, 복지업무 중 공공부조 담당, 복지
업무 중 사회복지서비스 담당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서
비스가 공식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의 업무 분담체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인원의 배치는 지역의 전반
적인 복지욕구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운영 메뉴얼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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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현재 메뉴얼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와 사례관리 방안을
별도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분의 기준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그리고 사례관리 운영방안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
를 가진 복지대상자를 다루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
하는 신청제도에 의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과 복합적이
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는 개념적인 측면이나 현실적인 측
면에서 구분될 수 없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들 가운데 복합적이
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가 처리되
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용어와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과 관
리 등의 행정 업무가 불필요하게 과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
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실
시에 관련된 절차와 양식에 따라 기록·관리하다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례관리 운영방안에서 정하고 있
는 양식을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행정 낭비적인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셋째, 사례관리 운영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작성 양식을 보면 초기
상담지, 상황/욕구/강점 사정표, 가구 및 환경 관련 위험 사정표, 보호
대상자별 보호계획, 대상자 의뢰서, 사례관리 점검표, 사례관리 평가
표, 종결 보고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
어서 충분한 정보의 확보와 이에 기반을 둔 적절한 개입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의 양과 깊이는 제공하게
될 서비스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집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수준에 필요한 정도의 정
보가 수집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서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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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례관리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도 수집되는 정보의 양과 기록
수준은 달라져야 한다. 지방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례관리는 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사
람이 공적 절차를 거쳐서 공평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일차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
기적인 상담, 가족관계에 대한 개입, 지역사회 관계망의 확장 등을 포
함하는 집중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는 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기관의 활
동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례관리의 개념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복지업무와 나
머지 일곱 가지 서비스 영역 간의 업무 경계의 명확화와 차별적인 절
차의 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복지업무 내에서도 그 성격에 따라
공공부조 업무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로 구분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
다. 이러한 두 가지 전제조건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의 구축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업무메뉴얼에서
구분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와 사례관리 운영방안은 단일한 과
정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3.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인력과 조직

1)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인력과 업무의 문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기초체계는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이라
고 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팀은 계장(행정직) 1명과 담당(복지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
다.2) 더구나 팀장과 팀원, 행정직과 복지직의 업무 분장이 명확히 제시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실시되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설치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동 배치하였다. 취지는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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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아서 복지직의 경우 과거에 2명이 하던 업무를 혼자서 맡
은 결과가 되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행정직의 업무(경로행사 등)에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사무소에 상담실이
설치는 되어 있으나 늘어난 업무로 실제 이용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
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간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업무분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을 보면 사실상 8
대 업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수행해오던 복지업무에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 관련 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복
지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정보제공 수준으로 완료된
다. 그리고 복지 이외의 서비스에 대한 신청도 거의 없는 편으로 보인
다. 각 동사무소에 접수된 서비스 신청이 주민생활지원국의 통합조사
팀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 관련 등 현금급여와
관련된 경우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욕
구와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의 서비스 연계팀으로 의뢰되는 경우는
미미하며, 서비스 연계팀으로 의뢰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서비스로 연
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통합조사팀에 조사업무를 넘기면서 신청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을 높였다는 장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동사무소 수

단위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총괄기획팀,
통합조사팀(서비스 급여자격관리), 서비스 연계팀(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등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관련 업무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수행하게 되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업무
가 줄어들 것이고, 또 동사무소의 행정직 공무원들을 활용하여 전담공무원이 하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동사무소의 전담공무원 일부를 이동 배치하였다(이
현주 외, 2007). 그러나 시행경과를 보면 각종 자격심사 업무들 가운에 기초생활수급심사,
보육료 지원 심사 등의 대표적 자격심사 업무는 이관되었으나,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구체적인 대상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심사 업무는 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서비스들의 종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업무량은 오히
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급 행정직의 활용도 그리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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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할 개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지 수준은 낮
아졌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 기초자치단체 서비스 연계팀의 문제

주민생활지원국에 소속된 서비스 연계팀의 경우 두 가지 업무 방향
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생계비, 의료비, 물품
등의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연결해 주
는 업무를 서비스 연계팀의 과제로 생각하는 경향이다. 이 경향에서는
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는 동사무소에서 신청된 욕구에
대하여 기존 서비스 기관이나 자원에 욕구를 연결해 주는 기능으로서
이 경향에서는 서비스 욕구에 대한 파악과 서비스의 연결을 중요한 활
동으로 본다. 이러한 두 가지 활동이 공히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양자
가운데 지역적 상황에 따라 어느 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하
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연계팀에서 사회복지기관으로의 의뢰는 미미한 실정이며,
현재와 같이 개별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이용대상자를 선
발하고 있는 제도적 조건에서는 이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일부의 서비스 연계팀에서는 메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
관리를 소수의 사례에 대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미 있
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공공행정 조직의 성격에 맞는 사례관리
의 개념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초자치단체 통합조사팀의 문제

동사무소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의 통합조사팀으로 의뢰되는 대부분
의 사례는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 관련 신청의 경우이다. 통합조사팀
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서비스 연계팀에 의뢰하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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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나 실제로 의뢰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는 현재의 제도적 조건에서는 서비스 연계팀으로 의뢰하더라도 실제
로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
문이다. 통합조사팀의 현재 업무는 국민기초, 차상위, 모자가정, 경로
수당, 긴급지원 등에 관련된 조사 업무가 대부분을 이루며, 통합조사
팀의 신설로 조사의 공정성 확보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4.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 공급방식

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동사무소에 서비스를 신
청하고 서비스 연계팀을 거쳐서 적절한 수준의 사례관리 과정에 의하
여 다양한 민간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
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공적 영역에 속하는 주민생
활지원서비스 영역과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 간의 서비스 연결
방식을 새로이 설계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
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
만 대부분 민간 법인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기관들은 독립적
으로 이용자를 충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생활지원팀과 주민
생활지원국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람들이 확인되면 그 다
음에 실제로 서비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왜냐하
면 이미 각 기관들에 이용할 수 있는 자리 수는 꽉 차 있고, 각 기관별
로 서비스 대기자 명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을 통해
서 의뢰된 사람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
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한 정보제공과 욕구파악의 결과
가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어떻게 확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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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기본적인 작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사정,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 사람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에서는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사정과 사회복
지서비스 공급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결국 주민생활지원국이 사회복
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서비스 제공과 연결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방정부가 공적 전달체계를
통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를 공급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직영하는 서비스 공급 기관을 확보하
거나 또는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 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위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대개 민간 기관에 지방정부가 포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
에 현재의 방식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진입시키기
는 어렵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
부와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
다. 새로운 방식에서는 지방정부의 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이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이용자로
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지방정부는 서비스 구매자가 되고 공공 또는 민간의 사회복지서
비스 기관은 공급자가 되는 방식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런 공급 방식을 도입한다면 서비스 질을 관리하는 체계의 설계
와 이를 집행하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용 서
비스별 비용의 산출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본인이나 보
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96 사회서비스연구

한국사회서비스연구_본문_레이아웃 1 10. 11. 11 오후 2:28 페이지 97

대한 검토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5. 최근의 동향과 우려

최근 10년 동안에 현금급여나 현물급여의 종류가 상당히 증가하였
다.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보육료 지원, 재활보장구 지원 확대, 의료
비 지원 대상 확대, 차상위 계층 대상 서비스의 확대, 장애범주의 확대
로 인한 장애등록 신청의 증가, 노령연금 지급, 장애연금제도의 도입
등은 모두 일선 공적 전달체계의 업무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이다. 반면
에 일선 동사무소의 업무 담당인력은 증원되지 않았으며, 최근 주민생
활지원서비스의 실시로 이전에 동사무소에 배치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되었다. 공적
서비스의 이용 자격부여 기능은 불가피하게 공적 전달체계가 감당해
야 하고, 공적 기능에 의해 자격부여가 필요한 서비스는 계속 증가하
고 있기 때문에 수행 인력의 증원과 증가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감당
할 수 있는 업무구조의 개편 없이는 현재의 공적 전달체계는 과중한 업
무에 눌려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
심리치료 등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수준
을 평가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일은 공적 전달체계(동사무소나 기초자
치단체)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타당한데, 실제로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 적격성을 판단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공
적 전달체계는 폭증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와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충원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련
된 공적 영역(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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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조직이나 업무위탁 조직을 만드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아동복지
분야의 경우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사업, 장애인복지 분야의 경우
2008년 하반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장애서비스센터 시범사업이 그 예이
다.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시와 함께 노인케어매니지먼트의 핵심기능
을 지방정부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된 점도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서
공적 전달체계 구축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다. 지방정부의 책임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과 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양면적인 책임
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로 지방정
부 산하 조직을 만들거나 민간조직에 공적 영역의 역할을 위탁하게 되
면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 주체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
이며,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차 희미해지게 될 것이다. 각 분야별 각개
약진 방식이 아닌 지방정부의 책임을 공고히 하는 지방정부 중심의 통
합적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어야 할 시점이다.

Ⅲ. 민간 영역의 시장화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이 역할을 하지 않는 빈 공간을 자율적으로 책
임지면서(배타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오랫동안 사회서비스 제공
을 주도해왔다. 1980년 이전에는 정부의 지원 없이 외국 후원단체의 지
원이나 국내의 자선 모금활동을 통하여 비용을 충당하여 오다가 1980
년 이후 점진적으로 정부의 보조비율이 높아지면서 1990년대 초반과 중
반에 이르면서 전체 소요 경비 대비 정부보조금의 보조 비율이 80%에
서 100%에 이르게 되었다. 공공부문에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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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한 사실도 정부 보조 비율이 높아진 점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비용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
하였고, 지원규모도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민
간부문의 역할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는 마련되지 못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보조되는 정부 지원금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연
단위로 정액이 결정되었으며, 민간 시설에서는 정부가 정한 회계기준
에 의해서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
이었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마다 필수적
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목록과 각 목록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사람들의 요건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서비스 분야에
서도 제도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
으로 보면 서비스 이용자를 민간 기관이 선택하고 결정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서비스 질의 최소기
준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시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민간사회
복지시설은 자율적(또는 자의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를 선별하였으며,
시설의 서비스 제공자격에 대하여 검증받는 절차도 도입되지 않았다
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공공은 민간에게 재정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업무를 포
괄적으로 위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주체(사회
복지법인, 종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제공주체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이사회의 구
성이나 시설장의 자격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부분적인 수준의 개정 이외에는 제공주체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선택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바우처 또는 시장적 방식의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재 시행중에 있다. 최근 민간 서비스 제공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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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핵심 쟁점은 시장기제의 도입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도 이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쟁점과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민영화, 시장화의 다의성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방식과 관
련하여 시장화marketization나 민영화privatization와 같은 단어는 맥락에 따라 다
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다. 시장화는 공급자 간의 경쟁체제를 통
한 이용자 선택의 증진을 강조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민영
화는 국가가 직접 제공하던 서비스 기능을 비영리 민간이나 영리민간
조직에 이양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용어이다. 국가에 의한 직접서비스
제공이 주도하던 상황에서의 시장화 전략은 국가에 의해서 직영되던
서비스 기관의 축소와 민간 서비스 공급 조직의 확대를 전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화 전략은 민영화 전략과 동시에 추구되는 것이 보통
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직접서비스 제공 기능을 민간 기관에 이양
시킨 과거 복지국가들의 경우에서는 시장화와 민영화는 비슷한 의미
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국가에 의한 복지서비스 경험을 갖고 있지 않
은 경우에는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한 시장화와 공급주체의 민영화는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미 민
간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 간의 경쟁을 더 강
화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방식을 현재와 같은 정액기관보조금 지원방
식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근거한 비용지원방식fee for service으로 변
경한다면 이는 시장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운영주체 성격의 변
경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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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공급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진입을 지원한다면 이는 민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민영화 또는 시장화는 해당 국가의 복지 경험과 현
실에 기초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2. 한국에서의 민영화와 시장화의 의미

다음의 <표 3-1>3) 을 통해서 보면 민영화와 시장화가 우리나라 사회
복지서비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선명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
이다. 민영화는 유형 1(국가직영)의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을 지칭하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
이 제기될 수 있다. 민영화가 우리 현실에 타당하지 않다는 근거는 우
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경험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 강상경
(1998)의 분석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되었다. 그는 ‘민영화를 논의
하기 이전에 선발 복지국가들의 공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민영
화 과정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적 상황에서는 공영화와 민영화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비용과 공급의 측면에서 먼저 고민해
야 한다. 즉, 민영화를 한국적 대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민영화가 필요한 영역과 공영화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고 영역에 맞
는 적절한 공영, 민영의 수준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반
면 시장화는 유형 2(기관운영비 지원) 또는 유형 3(기관위탁계약)을 대
신하여 유형 5(개인별 지원) 또는 유형 6(개업)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
하며,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용자의 선택과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3) 이 표를 작성하는 데는 강상경(2008), 김경혜(2000), 김정진·채명민(2008), 이봉주 외(2008)
등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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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서비스 제공유형별 우리나라 사례와 특징
유형

서비스 공급 방식

사례

이용자 선발방식

특징

정부직영기관이
직접 선발

우리나라에서는 예외
적이라 할 수 있을 정
도로 낮은 비율이며,
2000년 기준 서울시
의 360개 사회복지시
설 중 26개로, 전체의
7.2%임

이용시설의 경우 기관
이 직접 선발, 생활시
설의 경우 일정비율 이
상에 대하여 관할 지방
정부가 선발

80년대와 90년대 초반
에 걸쳐서 사용된 전통
적 서비스 확충 방식으
로 2000년 기준 서울
시의 360개 사회복지
시설 중 161개로, 전
체의 44.6%이며, 상대
적으로 생활시설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
음

육아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용시설의 경우 기관
이 직접 선발, 생활시
설의 경우 일정비율 이
상에 대하여 관할 지방
정부가 선발

90년대 지방자치단체
의 주도로 최근에 사
용되고 있는 서비스 확
충 방식으로 2000년
기준 서울시의 360개
사회복지시설 중 174
개로 48.2%이며, 상대
적으로 이용시설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
음

관리운영 위탁이 아닌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임대료, 인건
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

지역자활센터
공동모금회의 프로그
램 지원
기업의 프로그램 지원

목적 프로그램에 지정
된 구체적인 범주의 집
단에 대하여 기관이 직
접 선발

지역자활센터는 2005
년 현재 242개 프로그
램이며, 공동모금회나
기업에 의한 지원 규모
도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있는 추세임

5
개인
별
지원

정부가 특정 기준에 해
당하는 개인에게 서비
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
해 주고, 이들에게 서
비스를 제공해 준 기관
에게 정부가 소요된 비
용을 개인 이용 서비스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

노인요양보험
바우처 사업

각 서비스별 수급 자격
및 수급의 양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결정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2008년 7월에 노인요
양보험제도 실시로 본
격화

6
영업
허가
(개업)

서비스 기관의 재정에
정부는 관여하지 않으
며, 신청이 있는 경우
에 영업을 허가할 수
있음

개업

서비스 대상자는 전통
적 사회복지서비스 대
상자보다는 전액 자기
부담능력이 되는 중산
층 중심

일반적인 유형은 아니
며, 오래전부터 개척이
시도되고 있으나, 일반
화되지는 못하고 있음

1
국가
직영

정부 기관이 시설과 인
력을 확보해서 정부직
영으로 특정 이용자 집
단에게 기관이 서비스
하도록 하는 방식

2
기관
운영비
지원

운영주체가 토지 또는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
고, 정부는 운영비 또
는 건축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특정 이용자
집단에게 기관이 서비
스하도록 하는 방식

3
기관
위탁
계약

정부가 토지와 건물을
확보하고, 이를 특정
운영주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위탁하게 하
고, 특정 이용자 집단
에게 기관이 서비스하
도록 하는 방식

4
프로
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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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두 가지 민영화와 시장화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이
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민영화 없는 시장
화를 통해서 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을 시사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의 경험과는
달리 국가에 의한 직접 서비스 제공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가
직영하는 서비스 제공기능은 민간으로 이양되어서는 안 되며, 대신에
기존의 민간 서비스 공급자에게 미리 정해진 일 년치의 예산을 지급하
지 말고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 따라 해당하는 비용을 공급자에
게 지급하는 시장화 전략은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
이 가능하다.
민영화와 시장화의 개념을 서로 차별적인 것으로 개념규정하고 나
면 민영화가 없는 시장화가 가능하며, 또한 시장화가 없는 민영화도 가
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에서는 양자가 동일
한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영화 없
는 시장화가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민영화 없
는 시장화 전략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왜 필요한 것인
지, 어떤 체제로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직에 어떤 영
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3. 민영화 없는 시장화 전략의 불가피성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을 지배하는 정부의 재정부담 방식은 기관운
영비를 연단위로 정하고 이 재정을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방식은 대표적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문제를 야
기한다(김용득, 2008).
첫째, 이용자 선발의 합리성 문제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사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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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공적 전달체계의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각 민간 개별기관이 이용
자를 선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서비스 제
공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개인의 정보능력
과 서비스 접근 능력에 따라 여러 개의 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비스가 대단히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
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들은 서비스 제공이 크게 빈약한 상황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
지만, 현재 서비스 제공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중
요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과 민간의 단절 문제이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영역은 여전히 현
금급여의 제공자와 민간영역에 대한 행정적 통제자의 역할만을 수행
하고 있다. 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빈약한 상황에서는 공공영역에서
이용자의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작동시키는 일은 그
리 중요한 쟁점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정부재정에 의한 총 서비스 공
급이 증가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평성과 책임성의 이슈가 제
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전달체계가 서비스 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고,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 이렇
게 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공 전달체계에 의해서 자격이 부여된 사
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
근에 도입된 공공 전달체계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역시 이런 방식으
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통합적 서비스 제공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다.
셋째, 누구에게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지의 기준에 문제가 생길 수밖
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재정지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법인이 운영
하는 시설로 과거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던 시설이 보조금 지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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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서비스 제공 기능에서 과거부터 보
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신고시설을 비교해 볼 때 전자
는 정부보조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전액을 받고, 후자는 아무런 지
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재정 지
원의 기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넷째, 지원 금액에 대한 합리적 계산을 결여하고 있다. 정부는 특정
종류의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100%의 재정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나
운영시설은 실제로는 연간 운영경비의 70 내지 80%에 불과한 금액을
보조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재정 지원액의 산출 기준이 합
리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결국 재정 지원의 합리적인
기준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되어야 하고, 연간
지원 금액은 연간 제공한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이 되어야 할 것
이다.
다섯째, 기존의 재정 지원 방식은 이용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
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현재의 방식에서는 서비스 공급조직은 이용자
의 욕구에 민감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는 재정을 지
원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
하며, 이는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추세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부합하지 않는다(Kim & Ross, 2008).
여섯째, 서비스 제공조직의 책임성을 담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방
식이다. 현재와 같은 포괄보조금 방식에서는 재정을 회계의 기준에 맞
게 집행했는지가 일차적인 관심인데, 이것만으로 사회적 책임성이 확
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제공조직의 책임성 확보는 공공
재정을 서비스 제공이라는 조직의 목표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유인장치를 필요로 하며, 현
재의 재정 집행방식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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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은 법인시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액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개
인에게 서비스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 게 서비스를 제공한 기
관에 대하여 정해진 비용을 지원하는 개인별 지원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시장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4. 민영화 없는 시장화 전략의 유의미성

현행 보조금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공급자 간의 경쟁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방안은 이
용자 선발의 합리성, 공공과 민간의 소통, 공평한 재정지원, 이용자 중
심의 접근, 공급자의 책임성 확보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
하게 채택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향으
로의 변화는 시장 방식의 도입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못지않게 중요하
게 보아야 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 자격 부여 기능을 공공에 통합시
킨다는 점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경쟁과 계약체제의 도입을 통해 서비
스의 공평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책임
성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한 우리나라 사회복
지서비스 실천 현실에서는 공공성과 시장화가 반드시 대립되는 관계
에 있지 않다. 오히려 공공성의 강화를 전제로 하는 시장화도 가능하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를 통한 서비스 이용 자격부여 조치와 함께 개별적 지원 방
식에 의한 계약제도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확보
되는 것이 필요하다(白澤政和, 2008). 첫째, 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제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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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기본사항을 포함하여, 공식적인 정부평가 결과 등이 상시 접촉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하여 공시되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 이용 이후에 발
생할 수 있는 고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용하고 있
는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
는 접근성 높은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선택을 실행하기에는
의사표현 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위한 권익옹호 체계가 확보되어야 한
다. 선택에 관련한 자기표현이 어려운 노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을 돕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지원이나 성년후견제도 등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5. 영리조직 확대의 위험

그러나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시장적 방식으로 재편될 수 있거나 재
편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시장 방식으로의 재편
은 기존의 비영리 민간기관 이외에 새로운 서비스 공급자인 영리기관
의 신규 진입을 동반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적
접근이 요구된다. 영리기관의 진입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상반된 견해
가 존재하는 것 같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리목적과 사회복지서
비스 제공이라는 두 목적은 도덕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영리기관이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서 우
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쟁에 대하여 수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시도되었지만 이렇다 할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비교 측정한다는 것 자체
가 한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비영리조직은 운영주체
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구
성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조직보다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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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영리공급과 비영리공급의 구체적 적합성 기준
기준

내용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
(standardization of service)

제공절차와 제공되는 내용이 전형적인 서비스는 집단적인 제공계획 수립
이 용이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에서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리
고 서비스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과잉이나 왜곡을 쉽게 통
제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능력
(client competence)

아동, 지적장애 등의 취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기만이
나 착취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비영리조직이 공적 책임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들에게는 비영리조직이 서비스 제공자로 적합하다.

서비스의 강제성
(coerciveness of service)

위험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중증 지적장애인의 보호를 위
한 후견서비스 등은 위험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영리기관은 적합
한 제공주체가 아니다.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의 유효성 정도
(potency of the
regulatory environment)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용이하다면 영리조직의 진입이 권장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영리기관이 적합한 제공주체라고 할 수 있다.

책임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가정마저도
비영리조직이 소유의식이 강한 단체나 법인에 의해 지배되어 있는 경
우에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비영리조직이 서비스 공급에서 일정한 주
도권을 가지면서 일정 비율의 영리조직이 경쟁하는 구도를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서비
스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비영리조직에 의한 공급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영리조직
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점에 대
해서는 다음의 기준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Gilbert & Terrell, 2002).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는 지방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방정부
는 서비스 이용 여부와 필요한 내용을 판단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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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 이용자는 지방정부의 안내로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하고,
선택된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방정부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의 시장
화 전략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급자를 기존의 비영리조직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영리조직의 신규진입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성
격과 대상별 특성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며, 진입 허용이 필요한 부분
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점진적 확대 전략이 적절할 것이다. 더구나 바
우처 사업, 노인요양보장제도 등에서 영리조직의 진입이 허용되어 있
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제도의 시행에서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서비스 제공 성과를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6.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영향

사회복지실천의 시장화가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와 관계없이 우리나
라는 시장화의 길에 들어섰다. 이미 바우처 사업이 시작되었고,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시장기제에 의해 작동하는 노
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현재 시급히 필요한 일은 이런 변화가
사회복지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서비스 제공 전문직의 정체성을 조화
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시장화의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회복지실천 영역의 서비스 공급 시장화는 전문직의 역할 모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시장기제에 의한 공급 방식에서
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될 것이
다. 그러나 시장기제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돌봄서비스가 중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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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치료적 사회사업therapeutic social work 접근보다는 기
본적 사정, 서비스 계획 수립, 돌봄인력 양성 및 관리, 네트워크 활용
등의 기본적 사회사업core social work 접근(McDonald, 1999)이 한층 더 강조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에서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서비스 실천의 주
류는 기본적 사회사업방법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상황이 되면 사회복지사의 마케팅, 인력관리, 재
정관리 등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는 이용자의 선별, 이용자의 서비스 결정, 서비스 의뢰, 서비
스 점검 등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 요구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시장기제의 도입에 따라 이런 기본적인 변화와 함께 구체적인 위험
요소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비표준적 서비스 실천(지적장애인 권익
옹호, 정신장애인 여가지원,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의 위축,
서비스의 융통성 저하(정해진 가격과 절차에 의한 서비스 실천), 저임
금 인력의 선호(동일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높이기 위
해서 경력이 많은 사회복지사보다 신임 사회복지사 선호) 등이 그 예
이다.
이런 위험요소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표준적 서비스 실천이 필
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기관보조금 또는 서비스별 계약방
식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저임금 인력의 선호와 서비스 질의
저하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최소서비스 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설정하여 각 서비스 직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최소한

의 자격 요건과 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정한 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
도록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을 심사하여 등록하고, 이들에 대하여 정기
적으로 점검inspection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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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전망과 대처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공히 중대한 시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공영역의 경우는 현
재 실시 중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제를 사실상 복지서비스 중심의
전달체계로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서비
스 신청, 서비스 받을 자격에 대한 사정, 개인별 서비스 지원(구매)방
식, 통합적인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등과 같은 요소들이 현실적으
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전
달과 관련된 공공의 역할강화를 위해서는 인력의 충원이나 조정, 업무
분담체계의 조정 등이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민간영역에서는 바우처 제도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영향으로 민영
화 또는 시장화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바우처와 노인요양보험제
도는 이미 시장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필요
한 논의는 민영화 또는 시장화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최적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공공과 민간의 이런 쟁점들을 연계시켜서 보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을 재원조달기능, 수급자격 부여기능, 직접서비스 제공
기능이라는 3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고, 실현가
능한 조합은 <표 3-3>과 같이 6가지가 가능하다.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을 포괄하는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혁신에 관련된 쟁점을 다
룸에 있어 이런 방식의 구체적인 기능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이용자
의 선택과 공급자 간의 경쟁이라는 이점을 살리면서, 서비스의 공공성
과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형 1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민영화로 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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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서비스 제공 형식의 조합
구분

재원조달4)

수급자격 심사5)

직접서비스제공
주체

사례

1유형

국가 또는 공공

국가 또는 공공

국가 또는 공공

국가직영 방식

2유형

국가 또는 공공

국가 또는 공공

비영리

개인별 지원방식1
아동 위스타트사업

3유형

국가 또는 공공

국가 또는 공공

비영리, 영리

개인별 지원방식2
바우처 사업 / 노인요양보험

4유형

국가 또는 공공

비영리(서비스 제
공 조직과
동일)

비영리

운영보조금 또는 조치방식
기관운영비지원 / 기관위탁계약

5유형

국가 또는 공공

비영리(서비스 제
공조직과
별도)

비영리, 영리

개인별 지원방식3

6유형

영리
(이용자부담)

영리

영리

서비스 개업

았다. 그리고 유형 4에서 유형 2, 유형 3, 유형 5로 변화하는 것을 시장
기제의 도입 또는 시장화로 보았다. 그리고 시장화로의 변화는 서비스
수급자격 심사기능을 민간 서비스 제공조직에서 공공영역인 주민생활
지원국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포함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서비스
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았다.
향후 사회복지실천의 주체들은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서
비스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실천 전문직의
역량을 가장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화가 초래할 수 있는 권익옹호활동의 쇠퇴, 서
비스 질의 저하, 취약한 이용자에 대한 착취, 영리기관의 서비스 독점
등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4) 소득과 자산에 따른 일부 자기부담방식의 검토도 가능할 것이다.
5) 단순 자격심사와 의뢰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에서부터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계약체
결, 서비스 점검, 서비스 평가, 수정 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종합적 사례관리기능을 수행
하는 수준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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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앞으로 지방정부에게는 주민으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아서 적격성
을 판단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기초기제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이 부여될
것이며,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에게는 시장기제에 의해서 지방
정부에 서비스를 판매하는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성격이 강화될 것으
로 보인다. 이런 체제로의 변화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의 의미 있는 선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anti-시장 기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서비스 표준
확립, 서비스 제공조직 등록과 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관리, 사
회적 기업과 같은 공익적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김
용득, 2008).
이런 반-시장 기제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영국의 CQCCare Quality Commission와

같은 독립적인 조직(중앙본부와 지역사무소로 구성

되는)의 설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
감독원’과 같은 명칭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조직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조직에 대한 최소 서비스 기준에 의한 서비스 등록, 정기적인 서
비스 평가, 문제발생시 등록취소 등의 관리역할과 함께 서비스 제공인

<표 3-4>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에 통합되어야 할 기제들
시장기제

기초기제

반(anti) 시장기제

조치에서 구매계약 관계로
(marketization)
영리조직의 진입허용
(privatization)
직접 지불
(direct payment)

사정받을 권리
(right to assessment)
이의제기
(complaints procedures)
지방이양
(decentralization)

국가서비스 표준 수립
(national minimum standards)
서비스 제공자 등록
(registration schemes)
제공인력관리
(qualification system)
사회적 기업 육성
(social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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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한 자격관리, 최소한의 신규 제공 인력 검증을 위한 범죄기록
조회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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