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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가노인보호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한
민간영리부문의 참여와 한국에의 시사점
우 국 희*
국문초록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의해 재가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시설
인프라의 구축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서는 추가로 확충되어야 할 재가시설의 수치가 정확하게 추계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급격하
게 증대하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공적부문이나 민간비영리부문만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다
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가서비스 시장에서 민간영리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민간영리부문의 확대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온 영국의 경험을 중심으
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가져온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민간참여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 재가노인보호의 전개방향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6가지 측면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이 영국에서 시도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들
로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재가보호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우리
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재가보호, 재가시설 인프라, 재가서비스 시장, 민간영리부문, 노인수발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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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오늘날 장기보호정책의 우선순위는 재가보호이다. “aging in place"로 지칭되는
이 원칙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
속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Tester, 1996:
2). 노인들은 건강이 좋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한 오래도록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
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 노인들에게 있어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 정체감을 부여해 주는 의미의 영역이자 그들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가보호가 이념적으로
도 강하게 지지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재가보호가 본격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NHS
및 지역사회보호법(NHS & Community Care Act,1990)의 제정이 그 계기가 되었
다. 이 법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시설보호 중심의 정책 목표를 재가보호 중심으로
완전히 방향을 선회하게 한 중요한 기제로 작용했다.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 내에 가능한 한 많은 재가보호서비스와 그러
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제공자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했으나, 당시 영국의 재
가보호시장은 매우 미약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참여자들도 찾기 힘들었다.
이는 1980년대 지역사회보호개혁 초기 재가보호보다는 시설보호의 발달에 적극적
지원을 해 온 점, 소비자인 노인의 구매력 제한,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확신부족 등에 기인하였다.
영국 정부는 공급이 절대 부족한 재가보호서비스의 기반 확충을 위해 민간부문
개발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부여하는 등 전달체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는 지
방정부 사회서비스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는 서비스 제공자에서 구입자의 역할로 전환되었다. 단기간에 걸친 개
혁으로, 현재 영국은 민간부문, 특히 민간영리부문이 재가서비스 공급의 절반 이상
을 담당하는 등 유럽 복지국가 중에서 민간영리부문의 참여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
고 있는 국가가 되고 있다. 민간자원의 개입이 확대되어 온 영국의 경험은 노인수
발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당장 부족한 재가보호서비스의 확충을 이끌어내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현재,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시행에 앞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가복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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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공급 기반정비이다. 그런데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2년 앞둔 현 시점에서도 추
가로 확충되어야 할 재가시설의 수치가 정확하게 추계되고 있지 못하다. 다만, 수
적으로는 2008년까지 수요에 부족분이 없으며, 기존시설이 저소득층 위주이기 때문
에 중산층 26,000여명을 수발할 수 있는 시설 242개소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는 정도만 언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하지만, 다른 여러 나라의 경험을 통해
보듯이, 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는 시점에서는 수요가 예측치를 넘어서기가
쉽다. 수발 대상자를 최고중증과 중증에 한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수요가 축소되어
제시되었지만, 중증 대상자에 대한 우선적인 적용 후 점차적으로 급여대상을 단계
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른다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서는 수요가 현재의 예측치를 넘어설 것임은 예견될 수 있다. 그 경우 보험수급권
을 갖게 되더라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재가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태, 다시 말해 보험은 있으나 서비스가 없는 상태가 발생될 우
려가 충분히 있다.
정부 부문이 서비스를 직접 생산, 전달해 온 역사를 갖는 영국과 정부부문의 재
정적 지원을 통해 비영리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해 온 우리의 역사적
토대가 상이하다할지라도, 고령화현상을 경험하는 국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크
게 다르지 않다. 급격히 증대하는 재가서비스 수요, 고령사회로의 진전 등으로 더
이상 공공부문과 민간비영리부문만으로는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비
록 민간영리부문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
나라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의 참여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모
색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영리부문의 활용이 보다 빨랐던, 그래서 민간영리부문 활
용의 문제를 보다 일찍 경험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또한 보다 일찍 마련하고 있는
영국의 경험을 연구, 검토하는 것은 재가노인보호의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있어 주
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에서 민간영리부문
의 역할이 어느 정도로 확대되어 왔고 확대를 가져온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민간 중심으로 나아가는 재가노인보호의 전개방향에서 나타나는 특성
과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밝혀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재가보호서비스 기반조성을 위
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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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가보호서비스는 홈케어1), 이동식사서비스, 사회복지사·지역간호원·
작업치료사들의 방문서비스 등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홈케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검
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홈케어 서비스가 자기 자신의 신변보호나 개인위생 문제
를 혼자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노인들의 생존과 삶의 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
심적인 서비스로서,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다른 재가사업들에 비해 홈케어 서비스가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고 또 영국에서도 1993년 지역사회보호개혁
(Community Care Reforms)법 이후 시설보호에 집중되어 있던 정부의 직접적 지원
이 홈케어 영역을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Ⅱ. 영국 재가노인보호정책의 전개과정
영국의 재가노인보호서비스 전개 과정은 관련 프로그램 및 법령에 따라 크게 5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공적 재가보호서비스의 태동기, 공적 재가보호서비
스의 발달기, 재가보호서비스의 침체기, 민간재가보호서비스의 확대기, 재가보호서
비스의 재조정기가 그것이다.
먼저, 공적 재가보호서비스의 태동기는 1940년대부터 1950년대 말 정도로 잡을
수 있는데,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이 지방정부의 재
량 권한이 되었다는 것이다. 1946년 제정된 국민건강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은 사회정책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 온 시금석으로서, 모든 사회구성원
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무료건강서비스 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를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이전시켰다. 이 법으로 인해 종전까지 공공보
건서비스로 인식되어 중앙정부의 보건부에서 관할하던 홈헬프가 지방정부의 보건
부로 이전되었다(Dexter & Herbert, 1983: 12). 그리고 2년 뒤인 1948년에 제정된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과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은 시설
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지방정부
가 민간비영리조직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비영리조직
은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원조서비스를 제공하기
1) 영국에서는 최근 홈헬프 보다는 홈케어라는 용어가 더 자주 등장한다. 홈헬프에서 홈케어로의 이동은 청소나
쇼핑 등 가사원조 중심의 단순 업무가 아니라 의존도가 높은 노인에게 퍼스널 케어(personal care)를 제공하는
보다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서비스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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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Means, Morbey & Smith, 2002: 29). 이 시기에는 재가보호서비스의 제공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되고, 지방정부가 비영리조직에 대해 보조금
을 지급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됨에 따라, 비영리조직이 공적 지원을 받아 제공
하는 재가서비스의 형태가 최초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공적재가보호서비스의 발달기로서, 1960년대와 ‘70년대에 해당된다. 민
간비영리부문만으로는 점증하는 재가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자 국민
부조법을 개정(1962)하여 지방정부가 식사서비스를 직접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전까지는 지방정부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만 관여할 뿐 재가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수도, 제공할 권한도 갖지 못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민간비영리 부문의 역할을 유지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
다. 당시 영국 정부는 민간비영리부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지방당국이 직
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민간비영리
부문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재가서비스의 발전을 촉구해 왔던 것
이다(Means, Morbey & Smith, 2002: 100). 그러나 이때부터 지방정부는 서비스 전
달을 직접 책임지게 되었으며, 이후 1968년 건강서비스 및 공중건강법(Health
Services and Public Health Act)에 의해 지방정부의 재량사항이었던 재가서비스가
의무사업으로 강화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적인 사항은 이전에 지방정부의 보건부에
서 관할하던 재가서비스가 사회서비스부로 이전되었다는 점으로, 그동안 단편적으
로 관리, 운영되던 시설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홈헬프서비스, 식사서비스, 세탁서
비스, 상담서비스 등을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부가 포괄적으로 책임지게 됨으로써
지역사회보호의 기틀이 자리 잡히게 되었다(Means, Morbey & Smith, 2002: 73).
세 번째 단계는 재가보호서비스의 침체기로서,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 영국 공공정책의 방향은 대규모 공적 시설의 감소를 보
충할 수 있는 소규모 사적 노인시설의 확대였다. 민간영리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속
적인 격려와 재정적 지원이 있었으며, 그 결과 민간영리시설이 급성장하였다. 시설
보호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정부의 방책은 상당히 다양하게 이
루어져 왔는데, 민간영리시설에 대한 통제나 규제의 완화, 이윤추구를 건전한 투자
로 장려, 세금면제 등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민간영리시설에 입소
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었다.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 정부는
별도의 평가없이 시설비용을 완전히 충당해 주는 급여를 제공했다(Andr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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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ips, 2000: 601). 그러나 공적 재원의 민간영리부문으로의 이전은 시설보호부문
에만 제한되었으며 재가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재가보호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되었다. 재가서비스의 침체는 이 당시 재
가서비스의 효과성에 관한 회의적 논의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중요하게 작용하
였다. 재가서비스 제공이 과연 시설보호를 줄였는가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많은 조
사들은 재가서비스가 시설입소를 예방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네 번째 단계는 재가보호의 본격적인 도약기로서, 공공이 아닌 민간 재가보호서
비스의 확대를 통해 재가보호서비스가 양적으로 성장한 시기이다. 1990년대 초반부
터 중반에 걸친 이 시기에 영국은 지역사회보호정책의 우선순위에서의 변동을 경
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시설보호의 확대보다는 노인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하
는 재가보호가 주된 정책 목표가 되었다. 그 결과 1990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NHS & Community Care Act)은 “새로운” 지역사회보호정책을
내세우면서 시설보호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지역의 수요
에 적합한 보호체계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부는
시장개발과 시장관리를 위한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책임을 떠맡게 되었는데, 사회
서비스부의 태도, 행동, 체계 등의 전반적 영역에서 혁명을 요하는 것이었다(Wisto,
et al, 1996; 3). 새로운 지역사회보호 정책의 핵심적 목적은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재가서비스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따라 많은 지방정부는 중앙정
부로부터 제공받은 사회보장기금을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구입에 지출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민간 제공 재가서비스가 급격하게 증대되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그동안 양적 확대를 지원해 왔던 민간영리부문 재가보
호서비스에 대해 새롭게 감독과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재가보호서비스가 재조정을
맞게 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한 이래 과거 보수당 정부와의
차별성을 시도한 시기이기도 하다. 새로운 정권에서는 케어의 민영화가 아닌 케어
의 ‘제 3의 길’을 공공정책으로 제안하였는데, 사회적 보호를 자율적인 시장기제에
맡겨 두고자 했던 기존의 정책과는 달리 국가적 표준기준, 평가 및 모니터링, 최상
의 가치(Best Value), 증거에 기반된 실천 등을 강조함으로써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
였다. 이는 모두 시장체제에서는 감독의 확장을 통해서만 사회정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양적 확대에서 질적 통제로의 전환은 결과적으
로 서비스 제공자, 즉 공급자 측면에 대한 관심에서 이용자와 보호자,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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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측면에 대한 정부의 관심 이동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2000년에 보호서비스의 규제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보호기준법(Care Standards
Act)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의거해 재가보호기관을 규제할 국립보호기준위원회
(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 및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2003년 4월부터는 재가보호기관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으며, 퍼스널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지표들을 통해 지역간 비교를 가능하
게 하는 업무수행사정틀이 도입되고, 케어 제공자들에 대한 공식적 훈련이 실시되
는 등, 재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지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Faancis and Netten, 2004: 291).
<표 1> 재가노인보호서비스 정책의 법적 정비과정

구분

태동기
(‘40~’50)

발달기
(‘60~’70)

침체기
(~‘80)
도약기
(~‘90)
재조정기
(‘97~)

년도

대표적인 관련 법

1946

국민건강서비스법

1948

지방정부법, 국민부조법

1962

(개정)국민부조법

1968

NHS 및 공중건강법

1970

지방정부사회서비스법

내

용

- 지방정부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이양
- 홈헬프서비스 대상자에 노인포함
- 비영리조직의 재가노인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시작
-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재가노인서비스 (식사서
비스)의 태동
- 홈헬프를 지방정부 의무사항으로 규정
- 사회서비스부 도입으로 재가서비스의 통합적
기반 마련

시설보호에 대한 공적 지원으로 재가보호 발달의 정체
1990

NHS 및 커뮤니티케어법

2000

보호기준법

- 서비스 제공자에서 사적 부문의 서비스 구입자
로 지방정부 역할 전환
- 재가보호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

Ⅲ. 재가노인보호서비스 제공에서 민간영리부문의 역할 확대
1. 민간부문 참여 현황
가장 최근의 영국의 홈케어 서비스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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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54,500 가구에 대해 약 360만 시간의 홈케어 서비스가 지방정부에 의해 구입
혹은 직접 제공되었다. 이는 1993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시설보호보다
재가보호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한다(NHS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2006: 6). 그리고 또 다른 주요한 특징적 변화는 민간서비스의
증대이다. 영국에서 홈케어 서비스는 1968년 건강서비스 및 공중보건법(Health
Sevices and Public Health Act)에서 지방정부의 의무 사업이 된 이래 오래 동안
홈케어 서비스가 지방정부에 의해 직접 제공되어 왔으나, 오늘날 그 역할의 상당
부문이 민간부문2)으로 이전되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1992년만 하더라도 민간
부문 홈케어 제공비율이 단지 2%에 불과했으나, 1999년을 기점으로 민간부문 제공
비율이 공공부문 제공비율을 초과했으며, 2002년에는 민간부문 64%, 공공부문 36%
로 민간의 역할이 2배 가까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보여주
는 2005년에는 지방정부 공급비율이 27%, 민간부문이 73%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적 부문의 역할 감소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의
양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2002년의 통계에 의하면, 공적 부문이 직접 홈케
어를 제공한 시간은 1995년부터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데, 1992년에는 공적 부문이
직접 제공한 시간이 전체에서 98%를 차지했으나, 이 비율이 2001년에는 40%, 2002
년에는 36%로 감소되었다(DH, 2003: 6).
<표 2> 공급부문별 홈케어 제공비율, 1992-2005
(단위: %)
접촉시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5

지방정부

98

95

81

70

64

58

54

49

44

40

36

27

독립부문

2

5

19

30

36

42

46

51

56

60

64

73

자료: Laing & Buisson(2003), p.35.; NHS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2006. 재구성

민간부문을 다시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99년 영리부
문과 비영리부문의 비율이 67.5% 대 32.5%로서(Matosevic, et al., 2001: 1) 영리부문
의 참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1992년부터 1997년
2) 엄밀한 의미에서 영국은 민간부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독립부문(independent sector)라는 용어를 선호
하는데, 이는 서비스 제공자나 조직이 지방정부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지방정부의 통제와 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독립부문에는 민간비영리부문(voluntary sector)과 민간영리부문
(private sector)이 모두 포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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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영리부문의 성장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1997년에는 영리부문이 비영리부문이
제공하는 홈케어 서비스의 7배 이상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비영
리부문이 5년 동안 약 20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영리부문은 30배 이상 급성장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최근 10년 사이 영국에서 홈케어 서비스 공급구조는 공공부문 중
심에서 벗어나 다원화되고 있으며, 비영리부문보다 영리부문의 참여가 상당히 확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민간부문의 홈케어 서비스 제공시간, 1992~1997
(단위: 시간)
1992

1993

1994

1995

1996

78,100
628,700

96,000
804,800

1997

제공시간/주
비영리부문
영리부문

6,800
32,300

16,100
70,400

62,200
366,000

139,900
1,013,000

자료: Laing & Buisson(2003), p.35.

홈케어를 제공하는 민간부문 제공자의 특성을 보면, 거의 2/3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의 형태이고, 그 나머지가 자선단체이거나 비영리조직이다. 사업의 규모를
보면, 영리부문의 참여 형태는 초기에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소규모 운영이 대부
분으로, 1999년 당시 1/4 이상이 주당 250시간 미만을 제공했다는 것은 운영규모가
소규모로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Matosevic, et al., 2001). 그러나, 최근에는 전
국 단위 혹은 전 지역을 커버하는 기업식 운영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
주들은 소규모 사업들을 매입하여 체인망화 하고 있으며, 동시에 홈케어 사업 자체
를 다각화시켜 나가고 있다. 소규모 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기존의 사업자들은 교
육, 기술체계, 질적 보장, 행정체계 개발을 위한 자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
모 사업주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그 결과 자체 폐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에서는 소규
모 사업주들과 대규모 사업주들이 공존하는 양극화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는 대규모 기관들은 주로 정부와의 계약에 치중하고 소규모 사업주들은 소비자 개
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Laing and Buiss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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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민간 부문의 개입 확대를 가져온 요인
대처정부의 정책 기조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공적비용지출을 억제하고, 이를 대체
할 민간기관의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지역사회보호가 지역사회에 의한 보호
(by the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영국에서 민간부문의 성장은 주로 민간영리부문에서 이루
어졌는데,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재가서비스의 약 4/5가 민간영리부문에 의해 제공
되고 있을 정도이다. 민간영리부문의 발달로 백만 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한 고용창
출효과가 생겨났으며(Knapp, Kendal, and Forder, 1999:14), 이에 따라 민간영리부
문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영국은 이
를 적극 장려해왔다. 영국에서 민간영리부문의 참여가 확대되게 된 배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보조금을 통한 재정 지원
재가보호 영역에서 사적 제공자들의 약 2/3가 1993년 이후에 설립되었다. 이는
1993년부터 지방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재가서비스의 사적제공자들에게로 점차 전
환시켜나간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1990년 제정된 NHS 및 지역사회보호법에 근거
하여, 종전 시설로 직접 지원되던 사회보장기금이 지방정부로 이전되었으며, 지방
정부는 이 기금으로 지역사회 내의 수요 및 공급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지역
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었다. 실제로 이 법에 근거하여
1993년 4월 시설보호에 지원되던 중앙정부 예산 약 10억 파운드가 지방정부로 이전
되기도 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이 기금을 내려보내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최대
한 끌어내기 위해, 당분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85%를 민간영리부문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다시 말해 서비스를 외주(contracting out)주는
데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자극하고
지지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이었는데, 이 조치로 인해 민간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
스가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했다. 1992년 지방정부가 민간부문의 홈케어 서비스를
구입계약한 것이 2%에 불과했으나, 이 법의 실행 후인 1995년에는 그 비율이 29%
까지 상향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Wisto, et al., 1996: 73). 지역사회 내에 민간이
제공하는 재가서비스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방정부는 이 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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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민간
의 재가서비스를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정부의 구입-제공기능의 분리
영국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은 공공부문, 특히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
다. 그러나 최근 영국 정부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변화시켰다. 1990년의
NHS와 지역사회보호법, 다시 말해 새로운 지역사회보호법에 의해 지방정부의 사회
서비스부는 시장개발과 시장관리를 위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이
는 그리피스 보고서의 제안에 근거한 것으로, 이 보고서에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
스부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계획, 조정, 구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처 정부는 지방정부를 서비스의 직접적
인 제공자로서보다는 조건정비형 당국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지방정부
는 확보하고 있는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로이 민간
으로부터 구입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기획하며, 필요
한 서비스를 최적의 제공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기획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는
데,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똑같이 경쟁입찰에 참가해
야했다. 대처정부의 의무경쟁입찰제도는 정부조직 또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동등하게 경쟁을 거쳐야 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내에서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조직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되어질 필요가 있었는데, 서비스를 직접 생산, 공급하
기 위해 설립된 정부내의 별도 조직을 DSO(Direct Service Organization)라 하였다
(김종순, 2000: 198).
지방정부내 서비스 제공부서가 똑같이 민간과 경쟁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한 조치
는 민간영리부문의 성장에 어느 정도 장애가 되기도 했다. 지방정부는 조직 내부의
부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다 선호했으며, 사적 제공자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
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입찰에서 사적 서비스의 구입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1997년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의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에는 공공
부문 내부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우선 정책이었다(Mathew, 2004: 30).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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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시장의 확대가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였음으로, 지방정부는 공적 부문이 제
공할 수 없는 틈새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사적부문과의 계약을 주로 하면서 공
적 부문의 서비스를 줄이고 사적 시장을 확대시켜 나갔다(Curtice, et al., 2002: 7).
보다 융통성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공적부문에서 감당하기가 특히 어
려웠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무여건을 변경
시킬 필요가 있는데, 공적 부문은 업무여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받
아야 하거나 직원계약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
한 반면 민간부문 제공자들은 새로이 등장한 이러한 수요에 쉽게 반응할 수 있었
다. 홈케어 시장의 경우 초기 자본 투자금도 거의 없고 정부의 구입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체들의 진입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Mathew, 2004:11).
3) 퍼스널 케어의 강조로 인한 휴일, 야간 서비스의 필요성 증대
재가보호사업에서 민간부문 참여의 확대를 가져온 또 다른 요인은 가사일에서
퍼스널 케어(personal care)로의 이동이었다. 퍼스널 케어라는 용어는 1999년 왕립
장기보호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안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건강보
호(health care)"나 "사회적 보호(social care)"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
유는 그러한 용어를 둘러싼 특정기관과 연관된 혼돈 때문이었다. 위원회에 의하면,
퍼스널 케어는 개인위생처리, 소변 및 대변기능 원조, 이동 지원, 처방된 치료 관리,
인지적 손상이 있는 노인의 행동 관리 및 안전 보장 등에 관련된 케어로서, 치료와
다르며 식사 준비 및 제공이나 홈헬프와 같은 간접적인 케어와도 다르다. 이 용어
는 간호의 개념 내에 위치지어지지만, 주로 간호사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특히 사
회서비스부나 기관에 고용된 케어 보조자들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징을 갖
는다(Royal Commission on long Term Care, 1999: 13).
가사일을 주로 수행해 오던 홈헬프 서비스에서 신변수발보호와 같은 퍼스널 케
어 서비스로의 이전은 야간보호 및 주말보호의 확장과 연결되었다. 일반적으로 가
사일은 주로 부양자가 일하러 나간 빈 시간, 다시 말해 근로시간에 수행되는 형태
였으나, 노인의 신변관리와 관련된 욕구는 시간대가 일정치 않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곧 바로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홈헬프 서비스
와는 달리 홈케어 서비스는 24시간 언제든지 제공될 수 있어야 했으며, 그 결과 야
간보호서비스나 주말보호서비스가 필수적인 부분으로 조직되기 시작했다(Dex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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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ert, 1983: 41).
공적 서비스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하는 융통성과 긴급성
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융통성은 크게 두 가지 차원, 즉 수행되는 업무 부문에서
의 융통성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 차원에서의 융통성이 있다(Curtice, et al.,
2002: 7). 사적 시장은 공적 부문의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장려되었는
데, 실제 많은 사적 제공자들은 24시간 서비스, 주말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운영
하였다. 자유로운 시간대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공적 부문보다는 민
간부문에서 개발, 운영하는데 적절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지방정부의 민간
부문에 대한 서비스 구입이 보다 더 빈번해지자 사적 시장 또한 확대되었다.
4)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
최근 영국의 홈케어는 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중적인 홈케어는 한 주에 6회 이상의 방
문과 10시간 이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규정지어 지는데(NHS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2006),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욕구 수준이 보다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의 수적 감소를 수반하며, 나아가
보다 낮은 욕구에 관련된 서비스, 예를 들어 가사서비스와 같은 홈헬프 서비스의
감소를 가져온다.
1992년에서 1999년 사이의 통계를 보면,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구 당 평균
시간 수는 3.2시간에서 6.3시간으로 거의 두배 가량 증가했으나 홈케어 서비스를 받
는 가구의 수는 이 기간 동안 20% 감소했다(Cameron & Moss, 2002: 13).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 이하의 방문을 받는 가구의 비율은 1993년 37%에서 2005년 12%로
감소했다. 이는 홈케어 서비스가 더 적은 수의 가구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
는 보다 집중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으며, 낮은 수준의 욕구를 갖는 가구에 대한 서
비스 제공은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2005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평균
홈케어 제공 시간은 10.1시간으로, 민간부문은 평균 10.5시간, 공공부문은 7.9시간
제공했음을 볼 때(NHS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2006), 집중적
인 서비스는 주로 민간부문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중적 홈케어 서비스 제공은 단기적으로는 서비스 이용 노인의 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이해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격기준의 강화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236

❙『노인복지연구』 통권 32호

된 노인들이 서비스를 포기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구입하는 결과를 가
져옴으로써 오히려 사적 시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집중적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은 공적부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리부문의 서비스를 개인적
비용으로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 수의 증가는 사
적 부문의 성장을 가져 온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5) 현금지급의 확대
영국에서는 1997년 4월부터 직접지불제가 지방정부의 재량권으로 도입되었다. 홈
케어 서비스를 제공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요한 복지개혁의 하나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복지의 혼합경제를 촉진시킬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현금지급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시장에서의 서비
스 구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나 방향을 결정짓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Pearson, 2000: 459). 제도 시행 초기에는 65세 이하의 장애
인에게만 적용해 오다가 2000년부터는 노인에게도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
신 현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다 최근인 2001년에는 노인을 돌보는 보호
자들이 그들 자신의 욕구 충족과 관련해서 현금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
고 2003년에는 현금지급을 지방정부의 재량적 책임에서 의무로 전환시켰다(Leece
& Leece, 2005). 이 모두는 영국정부가 서비스보다는 현금지불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지방정부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정해
주기보다 현금을 제공하여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와 자신의 삶에 대한 더 많은 통제력을 제공한다
는 차원에서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현금지급제도는 앞으로도 확대될 계획에 있는
데, 직접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주는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노인 수의 확
대는 결과적으로 사적부문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6) 세제 혜택
영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해 세금면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비영리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지방세가 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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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혜택이 제공되어 왔다. 그리고 간접소비세의 일종인 부가세의 경우에도 자선단
체에서 제공하는 홈케어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왔다. 이에 반해 영리를 추구하는
사적부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가세 면세혜택이 주어져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영
국 홈케어협회 등 민간영리단체들은 사적 제공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의 관점에서
비영리조직에 대해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와 더불어, 최근 유럽공동체를 중심으로 노동집약산업이나 지역에
기초한 서비스, 특히 대표적인 서비스로 홈케어에 한해서는 부가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안 이면에는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는 부가가치(added value)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세금이
라는 논리가 깔려있었다(Laing and Bussion, 2003: 204).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영국은 특징적으로 간접소비세의 일종인 부가세 면제3)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민간영리부문의 경우에도 가사원조서비스를 제외한 퍼스널 케
어와 간호보호(목욕시키기, 옷 입히기, 식사원조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그런데, 부가세 면제도 공급자의 매출세액 면제에 국한되었을 뿐 소비자의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시점에서 지
불하는 매입세액에 대한 면제가 시도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최근 시행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는 노인들이 지급받은 현금으로 직접 민간부문의 서비스를 구입하도
록 유도한 것이었는데, 매입 시점에서의 부가세는 이러한 서비스 구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입 시점에서의 세액 면제는 재가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들에
게는 재가보호서비스의 가격을 낮춰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가서비스에 대한 소비
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이는 민간사적부문의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평
가되었다. 예를 들어, 재가에서 보호서비스를 위해 한 달에 400파운드를 지불하는
사람의 경우 부가세 폐지의 결과로 약 40파운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http://www.hmce.gov.uk/news/). 이러한 논리에서, 2003년 4월 1일로 퍼스널 케
3)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영국 내에서 창출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주요 간접세로, 관세 및
간접세무국에서 담당한다. 유아용품, 식품, 급여, 지방세, 기부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부가가치세 대
상으로, 부가가치세는 17.5%이다. 세액 산정은 매출세액(output tax)에서 매입세액(input tax)을 차감하는 방식
을 따른다. 부가세 면제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영세율, 비과세, 전액 면제가 그것이다. 먼저, 영세
율은 매출세액 면제 및 매입세액의 환급을 허용하는 것이며, 비과세는 매출세액은 면제해주지만 매입세액의
환급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액 면제되는 대상은 1994년 5월 현재 연간 매출액이 45,000파
운드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 사업자 등록 및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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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잉글랜드에서 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서비스가 되었는데, 현재 영국 정부는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홈케어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로 홈케어가 급성장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매매시점에서의 부가세 면제는 기관이 정부의 공식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소비자 입장인 매입시점에서의 부가세 면제
는 수혜 노인이 스스로 안전하게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기능 장애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Ⅴ. 한국에의 시사점
영국의 재가노인보호서비스의 전개과정을 보더라도, 영국의 현행 제도나 재가노
인보호프로그램은 그 나라의 이념과 가치를 토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충분히 논의
되어 왔고, 또 영국의 정치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상이한 역
사적 배경을 지닌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특히 영국
은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한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의 장기요양보호를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영국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적을 수도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논의와 경험이 매우 일천하고 또 우리가 모
델을 삼고 있는 일본이 최근에는 북구라파식의 모델을 도입했으나 그 제도적 기반
을 정비하기까지는 영국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고려해 볼 때, 그리
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통해 볼 때, 지역
복지의 확대와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적이었던 영국의 경험은 처음 시
작단계에 놓인 우리나라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적합한 모형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영국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시장의 논리를 도입하고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오고 있다. 시장의 역
할이 강조된 재가서비스 확대과정에서도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있었으며, 공격적인
시장화에 따른 위기를 완화시키는 데도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재가보호욕구에 사적 시장의 확대로 반응해 왔으며,
실제 사적 시장은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적절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사적부문
의 확대는 자생적인 발달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개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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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능했다. 영국 정부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마련했
으며, 또 이를 정치적, 사회적으로 지지받기 위해 정당화 논리를 개발해 왔다. 정치
가들에게는 사적부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경
제적 동력으로 이해되었으며, 이념가들에게는 소비자 대상층의 선택 기회 확장으로,
공적 서비스의 획일성과 무반응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
한 노력으로 민간사적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했으며, 그 결과로서
사적 부문이 재가보호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국 정부가
시장의 논리에 맡기고 방관자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 정책을 적절
히 번갈아 가면서 사적부문을 통제해 왔다는 점이다. 사적 부문에 대한 통제가 가
능했던 것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부가 오래 전부터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자로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해 오면서 공적부문의 전문적 우월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
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단순히 민간사적부문에 의존하기 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요구되는 서비스의 형태, 서비스의 양, 서비스의 질 등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으로
가격결정 및 감독규제 기능을 통해 사적부문을 통제해 오고 있다. 지방정부의 서비
스 기획능력과 더불어 초기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중앙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지방
정부에 지원하고 점차 지방정부가 그 부분을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감당했던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간사적부문에 대해 공적 지원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이다. 그러나 고령화의 속도, 그리고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대
한 수요의 급증, 사회적 일자리 확충의 필요성 등 다양한 제 요인들은 사적부문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점점 정당화해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노인인구층의 다양화와 서
비스의 보편화라는 목표가 조화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간사적부문의 등장도 필
연적이며, 만일 그러하다면 민간사적부문에 대한 개입과 통제가 가능하기 위한 정
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고민거리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미천하고, 최근에 와서야 지역복지 중심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역복지협의
체가 구성되어 지역의 전반적인 복지 청사진을 그리도록 요청되고 있지만, 그 역사
적 경험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지방정부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
다. 재가보호 공급체제를 확대하기 위해 영국의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중앙보조금
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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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업 확대 의지, 그리고 민간사적부문의 도입이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축소와 직결
되지는 않는다는 영국의 경험은 지방자치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현 시점에 특
히 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둘째, 재가서비스는 원래 예방의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1990년의 지역사회보호개
혁의 목표가 독립적인 생활의 촉진이었음은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현재 영국의 공
식적 재가서비스는 욕구 수준이 높은 대상층에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
제 사회서비스부가 가사원조보다 홈케어, 퍼스널 케어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이래로,
점차 많은 노인들에게 제공되어 왔던 가사 원조, 즉 홈헬프 서비스가 축소되고 이
를 대치하여 더 적은 수의 중증의 노인들에게 보다 집중적인 홈케어 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 노인의 복리나 건강, 나아가 다소 낮은 수준의
욕구를 갖는 노인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그들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
다는, 다시 말해 낮은 수준의 욕구를 갖는 사람을 표적으로 하면서 시설보호를 사
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영국 정부의 정책 진술이 현실적으로는 전반에 걸쳐 시행되
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 노인들에게 있어 가사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것이 실제 노인들에
게 디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노인들이 빈번히 제기하는 문제는 청소나 세탁과 같
은 가사일에서의 어려움,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장봐오기, 교통수단의 부족 등이다.
자녀와 떨어져 생활하는 노인가구, 혹은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제기된다. 일부 학자들은 집중적 서비스로 나아가는 현재의 정책 방향이
단견적이며, 오히려 쇼핑이나 이동식 식사와 같은 욕구의 수위가 낮은 서비스가 예
방적 차원에서 보다 중요하며, 독립의 악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기적 투자
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Clark et al, 1998, Curtice et al, 2002: 9에서 재인용).
약간의 홈헬프 서비스로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노인들의 독립을
지원하여 예방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노인수발
보장제도는, 중증의 장애노인을 중심으로 시작하되 점차 연도별로 확대하여 2015년
경에는 중등증 및 경증일부의 장애노인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중등증(1급~3급) 노인과 경증 일부 노인을 포함하더라도 그 비율은
전체 노인 중 2.1%에 불과하여 수발필요 노인이 전체 노인의 15%임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최성재, 2006), 향후 우리가 보다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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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서비스 수준을 낮추고 보다 많은 노인에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고도의 욕구를 갖는 노인에 대해 더 많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
공할 것인가이다. 영국의 경우 집중적인 서비스 추세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에 대
한 반론과 비판도 최근 만만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들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
요한 기능을 하는 가사지원서비스의 강조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
일 퍼스널 케어 중심의, 보다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재가보호의 방향이
설정된다면, 독립과 예방이라는 재가보호의 정책 목표가 변경되어야 하거나, 아니
면 예방을 의존 생활의 예방이 아닌 시설보호의 예방이라는 축소된 의미로 받아들
여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이 중증도가 가장 낮은 수준인 요개호1
과 요지원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개호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개호보험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후 정도가 심한 노인에
게 보다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는 노인들의 근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므로, 병이나 장애가 발생하기 전, 약간의 지원만 있으
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Takao Suzuki, 2006: 111).
이러한 일본의 방향 선회는 우리의 정책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셋째,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복지의 혼합경제이며, 이러
한 맥락에서 영국 또한 노인장기보호의 혼합경제를 추구해왔다. 그러한 노력은 주
로 소규모 민간 사적구문의 성장을 촉진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홈
케어 영역에서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독점 제공방식이 점차 허물어졌다. 그러나 현
재 영국에서 복지의 혼합경제가 달성되었느냐고 질문해 본다면 그 대답은 오히려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현재 홈케어 공급자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이해가능하다.
민간시장의 경쟁 논리가 도입되면서 민간비영리 조직이나 소규모 사업체들은 생
존하기가 어려워졌고, 더 큰 조직들과 기업화된 조직들이 소규모 사업체를 합병해
나가고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는 소규모 민간사적 조직이나 자발적 민간 조
직의 확대가 아닌 기업화된 민간 조직으로의 발달은 지역사회에 의한 보호를 주장
한 정당성을 잃게 한다. 원래 영국의 지역사회보호개혁은 경직성, 획일성, 관료주의,
무반응성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공공부문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그 대안으로 민간
부문이 중요하게 거론된 것은 민간부문의 다양성, 지역사회 근접성, 유연성,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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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민간부문은 다양성을 제공하며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그리고 이용자나 보호자 모두에게 보다 큰 선택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변화
하는 상황에 융통성있게 반응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으며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도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 큰 조직이 작은 조직보다 보다
잘 생존해 나가는 정책 환경이라면 이는 지역사회보호 정신에도 위배되며, 선택의
기회를 높인다는 혼합경제의 이념과도 대조되는 것이다. 지역에 기반된 소규모 조
직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때 진정한 지역사회보호, 혼합복지, 소비자 선택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 지역의 욕구에 기반되어 설립된 그러나 재정이 튼튼하지 못한 중
소규모의 민간조직들의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은 민간영
리부문의 독점적인 서비스 제공을 피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영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한 전략으로, 서비스 제공자를 평가할 때
서비스 제공비용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비용과 질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평
가하는 방식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공급자보다는 수
요자의 관점을 중시하고, 정부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목표 달성을 모니터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필수적인 부분으로
포함시키고 있다(유재원․김영미, 2006: 28). 아직 영국에서도 질을 평가하고 모니터
하는 방식이 확고히 정립되고 그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이
러한 제도를 구체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
고 있다. 비록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타당성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일이 쉽지 않다
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의 모니터링을 통한 질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사결정통로의 제도화 등은 향후 우리나
라에서도 충분히 검토되고 발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정과 질에 대한 강조는
결과적으로 경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보호의 이념을 실현하는 주된 수
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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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 Supply of the Community Care Services for the
띠derly through the Private Sector: Lessons from the U.K.
Kug-Hee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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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policy priority of long term care for the elderly is the domiciliary care.
In U.K., an objective of the 1990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wa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domiciliarty care services to enable people to
live in their own homes. To facilitate this, the Act demanded local authorities to
increase the independent sector to offer care services. This resulted in a rapid
growth of independent sector, especially, private sector provision. This study
examined the various strategies to extend and reinforce the domiciliary care in U.K.
and discussed several negative sides of them. As a result, six key strategies emerged
from this study, that is, funding and financial incentives, change of the role of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departments from provider to purchaser, emphasis on
personal care not domestic help, intensification services―providing a more intensive
service for fewer people, expansion of Direct Payment Scheme, exemption an
additional tax.
Key words: domiciliary care, independent sector, private sector, personal care,
domestic help, intensive service, Direct Payment, exemption an add.
t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