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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과 구성
일자리 사정이 어려워지고 소득분배 상태가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복지욕구 분출에 비례하여 복지국가의 제도화에 관한 다양
한 의견과 담론들도 백가쟁명 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간의 논쟁
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복지욕구를 수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도입될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복
지체계가 고용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견
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총론적인 수준에서의 이러한
의견일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축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총론적 수준의 논의보다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필
요조건, 그것도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이 전달체계에서 통합적 고용
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 혹은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맞춤
형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그 바람직한 방향과
형태를 탐색하고,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근로연계복지 논의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
다는 인식 아래 기획되었다.
서론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
석틀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순수시장모형, 정
부주도형, 일반원조모형, 소비자지원형, 공동체형, 공동체지원형)을
제시하고 본고의 구성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다른 장들의 연구배
경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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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공사역할분담의 이론과 사례
제2장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도 특히 서비스 생산자의
공사역할분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공공부문의
팽창을 가능한 한 억제하면서 사회서비스 부문을 확대함에 따라 정
부만이 아니라 민간부문(민간 비영리단체와 민간 영리기업)이 서비
스 주요 공급주체로 참여하는 민관협업이 가장 괄목할 만한 사회복
지서비스 사업방향이 되어 왔다. 이에 민관협력을 둘러싼 이론들을
검토하고, 영국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사례를 분석한 것
이 제2장의 내용이다.
먼저 공급체계 공사분담 관련 이론을 고찰하는 과정에서는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공공정책의 경직성, 획일성, 관료주의 등 정부 주
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둘러싼 비판들을 검토하고, 정부의 사회복
지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부문이 주목받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덧붙여 정부-시장-비영리단체 협력의 이론적 근거가 되
는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자원부문의 실패에 관한 논의들을 살
펴보고, 이러한 각 부문의 실패를 상호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관협력이 전략적으로 추구되고 있음을 밝힌다.
실증적 사례연구로 2011년 영국의 보수-자민 연정이 과거 노동당
정부의 뉴딜(New Deal)을 대체하여 도입한 민관협력 고용서비스인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me)을 분석한다. 이 사례연구에서는
영국정부가 정책 청사진으로 내건 큰 사회(Big Society) 담론과 달
리, 워크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비영리단체를 활성화하기보다 공공고
용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조정기능의 실패
로 민관협력 사업에서 시장, 비영리단체의 장점이 드러나기보다 실
패가 부각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 사회서비스 소비과정의 실태와 개선방향
제3장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서비스 소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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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향과 원칙에 대해
논의한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서비스의 기관 및 시설확충,
서비스 전달에 있어 민관협력 활용방식 등 공급측면에 집중해 전달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질 좋은 사
회서비스 공급기관을 증설하고 제도를 확대하더라도 서비스 수요자
가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여러 제약으로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공급체계 개선과 확충은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
다. 제3장은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소비행태를 고려하면서 사회서
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과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
식에서 출발한다.
먼저「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전국보육실태조사」,「한국
노동패널조사」,「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서비스 소비과정 각 단계를 쫓아가
며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욕구인식, 정보수
집, 선택, 이용, 재이용(재탐색)의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서비스 소비
과정 5단계 중 마지막 재이용 단계를 제외한 욕구인식, 정보수집, 선
택, 이용단계에서 관찰된 이용자의 소비행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
달체계 개선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전체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과 재원마련에 일차적인 책임
을 져야 한다.
-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단지 시설확충이나 제
도도입과 같은 공급체계의 개편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설과 제도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전달체계
의 확충과 개편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홍보할 때, 각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서비스의 절대적 양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
며, 특히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배제된 집단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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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전달체계 개선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될 필요가 있다.

◈ 보육서비스 공급유형별 행위자 분석을 통한 전달체계 개
선방안
제4장은 현행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상에 존재하는 ‘행위자’(보육시
설, 학부모, 정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
석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주도형 국공립어린이집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
하고, 다른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첫째, 운영 전반(특히, 회계 관리와 직원 임면)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전체 국
공립어린이집 중 대부분이 위탁인 상황에서,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
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장기간 위
탁으로 시설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셋째, 국공립보육시설이 현재와 같이 전체의 5%에 불과한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높은 신축비용 문제에 대한 대안과 민간어린이집들의 집단적
반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첫째, 평가인증 외에 정부의
정기적인 지도와 수시감독이 필요하며, 허위등록, 보육료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를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제
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시에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가칭) 보육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상담,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이나 회계 업무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역의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보육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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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행정인력, 회계업무 담당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 기
관을 통해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인권교
육까지)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열악한 보육교사의 임금수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을 감시하는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영리보육시설, 민간비영리보육
시설의 적정 공급비중이라는 문제는 일률적으로 제시되기보다는 ‘지
역 단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필요가 있다.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
를 중심으로 충돌하고 갈등하기보다는 함께 논의하여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지역 단위의 기구가 마련되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제5장은 현재 한국의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점을 파악하여 사회체육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복지 차원의 사회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에 따른 사회체육 참여양상을 분석하고, 각 전달체계 유형
별로 행위자의 역할과 개선점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전달체계 개
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체육 참여 형태의 현실을 바탕으로 각 전달체계 유형별로 행
위자의 역할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순수시장형은 다양한 프로그램
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윤추구로 인한 사회체육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주도형은 저렴한 가격으
로 공공체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공공시
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위탁형은 전문적인 위
탁 관리로 경영효율성이 높지만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관리 강화
를 통한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바우처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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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하나 지원대상의 한계 및 사각지
대가 발생하고 공급주체들의 서비스 질 및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공동체형은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연대감 형성에 기여하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
한 실정이며, 마지막으로 공동체지원형은 자율적, 자생적 조직으로
전 계층을 포괄하는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나 장소 및 공간, 예산이
부족하고 자체적인 운영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회체육의 참여 양상과 각 전달체계별 행위자의 역할과 개선점
을 바탕으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사회체육 활성화 방안
이 미흡하다. 따라서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체육을 제공하기 위한 참여 촉진 선행조건에 대한 수요를 파악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체육모델을 개발하
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체육격
차로 인해 사회체육참여율이 수년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는 일반적인 사람의 사회체육참여는 개인의 의지로 인해 포화상태
로 접어든 상태이며, 사회적 양극화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참여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회체육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해
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학교체육시설, 직장체
육시설, 민간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연계한 사회체육시설의 개방 및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최근 사회체육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증
가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체육 증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
회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다섯
째, 현재 한국은 공공부문 사회체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부처 간 관련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
섯째, 사회체육진흥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는 첫째, 생애주기별 사회체육 활
성화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10대와 70대 이상의 사회
체육 비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 시설확충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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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인하를 중점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체육 참
여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뿐 아니라 학교체육시
설, 직장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셋
째, 사회체육에서 공공부문의 예산 확보, 관련단체의 유기적 협조체
계 구축, 사회체육 진흥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 등 지원체계를 정비
할 필요가 있다.

◈ 보건의료성과 결정요인 분석과 보건의료 재원조달․전달
체계에 대한 시사점
제6장은 어떠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및 재원조달 방법이 더욱 바
람직한 보건의료성과를 달성하는지를 검토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
면 조세비중이 높을수록 의료비 대비 건강수준, 의료비 대비 기대수
명이 높아 자원의 효율성이 높다. 또한 조세비중이 높을수록 병상
대비 간호사비율은 높아지고 1인당 의료비, 병상 수, 의사방문횟수
는 더 적다. 반면 민간지출비중(의료비에서 조세+보험을 제외)이 높
을수록 1인당 의료비지출, 제왕절개율, 병원지출 대비 의원지출비중,
계층 간 건강수준 차이, 항생제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의료비 대비
건강수준은 낮다. 또한 공공병원비중이 높을수록 장기요양병상 수,
재원일수 등이 증가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이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보면 재원조달에 있어서 공적인 성격을 증가시킬 경우 바람직한 보
건의료성과가 나타났으나 공적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경우 오히려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성과를 위해서는 전달체
계의 공적 성격 강화보다는 오히려 재원조달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
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공공의료 확충, 영리병원 인정, 민간의료보험 강화,
보건의료에 있어서 공적 재정책임 강화 등의 논의들이 존재한다.
OECD 국가 연구를 통해서 볼 때, 공공의료 확충과 같은 공적 전달
체계 강화보다는 재원의 공적책임을 증가시키고(보험료비중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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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비중 증가를 통한 공적책임 강화) 국가통제를 강화할 경우 오히
려 더 바람직한 보건의료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
제7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인력, 운영주체 특성, 참여자 교육 등 자
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특성이 자활사업의 성과와 관련이 있
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활사업의 전달체계 구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한다.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수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참여자에게 해
당 지역의 자활사업단, 자활경로 등 자활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단계에 대한 매뉴얼과 점검지표
를 작성하는 등 자활계획수립과정에서 자활사업 대상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단에 배치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권한과 통제
력을 재구조화하는 시민참여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
서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일률적으로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를 배치
할 것이 아니라, 자활사업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활사업 성과가 높은
지역자활센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다면, 지역자활
센터들 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동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 및 경영지원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자활
센터의 수행 사업 중에서 자활기업(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자활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과 관련된 기능
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전략으로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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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센터와 같이 자활자립지원 경영지원센터를 자활사업 수행
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이는 중앙자활센터 내에
설치할 수도 있고, 광역단위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센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일반기업 퇴직자들 중에서 경영지원
컨설팅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활용한다
면 그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활성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자활공동체 창업 이후의 지원은 상당 부분이 지역자활센터의 재
량과 역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공식적 관계에서 자활공동
체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면서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에 혼선이 일어
나거나 역할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자활공동체 창업
이후의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지
원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자활사업 참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행적 고용단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활사업 참여자
들이 대부분 여성인데 이들을 위한 보육지원 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취․창업과정에서 일에 집중할 수 있
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데, 양육 및 부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자활자립의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접 지역자활센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보육시설을 만들
고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고용에서 가사로의 이행
적 국면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활사업을 수행
할 뿐 아니라, 다시 고용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
이다.
다섯째, 지역자활센터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는 소수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다양
한 분야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활공동체 및 자
활사업단에서 요구하는 보다 전문적이고 숙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영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 인력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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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활사업 전달체계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
되도록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도의 마하트
마 간디 고용프로그램처럼 정부가 반드시 일정기간 동안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든지, 스웨덴의 쌈할
과 같이 시장경쟁력을 갖춘 공기업을 육성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들
에게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정책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떠한 전달체계 개선전략보다도 자활
자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성 변화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자체가 직접 공기업을 만들고 여기에서 자활
사업 대상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일곱째, 전달체계 구조개선안의 핵심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의 구조개혁에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지원에 집중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립자활지원은 자활자립지원촉진을 위한 별개의 제도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연계방안
제8장은 이처럼 일반적인 고용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연계를 증
진하여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가의 차원에 주
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근로무능력자만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
제도 대신 근로능력자에게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취지의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2000년도에 도입한 우리나라는 근로의무를 강조하는 요
소를 출범 당시부터 제도 내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알선서비
스와 직업훈련서비스로 대표되는 고용서비스 내의 각종 서비스 연
계나,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는 이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전달체계 개선의 문제는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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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여 명에 달하는 자활대상자, 일정한 근로능력증진프로그램을 마
친 경력단절여성, 탈북자, 교화대상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ㆍ여성
가족부ㆍ통일부ㆍ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조
율하고 개선해야 하는가 하는 차원을 넘어, 복지지출 증가에도 불구
하고 복지체감도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느
냐 하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존의 근로연계복지 개선에 관한 논쟁이 소수의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일
반의 연계를 증진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
서 먼저 근로복지연계 논쟁에서 제기된 취업취약계층 내지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취업촉진(activation)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근로가능빈곤층, 저소득구직자에 대해 생계보호와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근로가능빈곤층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
의 변화를 통해 취업지원복지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기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근로가능자는 분리해 부조성
급여를 지급하는 적극적 취업촉진 프로그램(activation program)
에 참여하도록 한다.
- 사후적 빈곤탈피 보조보다 빈곤추락 예방 개념에 입각한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단, 부조성 급여를 지급하는 적극적 취업촉진
프로그램을 권리성 ‘제도’로 도입하기보다는 현행처럼 프로그
램 형태로 유지하되, 훈련기간에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가능
하도록 활동수당을 인상하고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급여
지급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빈곤탈피를 위한 적극적 프로그램 전달체계의 목표를 확
립하고 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고용-복지 전달체계의 청사진
을 마련하되, 자활센터 등은 고용서비스 전달자의 하나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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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일관성을 갖는 고용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현재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되,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전달 혹은 맞춤형 전달을 가로막는 장애를 극복하는 방향으
로 조율을 하는 것이다. 고용서비스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
부의 고용센터 이외에 여러 부처가 담당부처의 정책대상자에 대한
독자적인 고용서비스 체계를 별도로 구축해 왔고, 각 지방자치단체
도 독자적인 고용서비스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고용-복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청
사진은 일거에 조직을 통합하거나 한 건물 안에 기존 서비스 전달기
관을 모아 놓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기보다 단계적 접근법
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
선점을 염두에 두고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자체 및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모든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이
맹목적으로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근로역량형성단계까지는 자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하
나센터,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맡되, 근로역량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고용센터로 하여금 취ㆍ창업 역량평가를 하도록 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자활역량평가를 위한 사례조정회의에 고용서비스 전문가가 참
여하는 것처럼, 취ㆍ창업 역량평가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정에 복
지서비스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두고 희망리본사업 등
제반 중앙부처의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 고용서비스 제공의 중추기관인 고용센터는 직원들
이 순환보직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문화된 집단으로 발
전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원리를 바꾸어야 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 다뤄진 이론적 논의들과 개별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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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인 분석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 정
책과제는 서비스의 양적 확대라는 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회
구조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저
소득층을 넘어서 전체 소득계층으로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러나 현 공공서비스의 주요대상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에 집
중되어 있으며,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제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따라서 사회서비
스를 욕구가 있는 모든 계층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양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때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며 사회서비스를 전체 계층에게 확대하는 방안으로 서
비스를 모든 계층에게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부담능력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체 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내실화할 필요도 있다. 특히 취약계
층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은 근로가능빈곤층에 대
한 실업부조 도입이나 공공부조 확대와 같은 기존의 빈곤유지적 현
금복지 접근을 대체하는 필수적인 고용친화적 복지 전략이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인력확충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노동집약
적인 사회서비스의 질은 인력의 양 및 그에 따른 업무 내실화와 직
결되어 있다. 본문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서울고용센터의 시범사업
은 고용서비스의 인력확충이 취업상담의 내실화를 가져와 재취업률
의 증가, 급여 소진율 감소라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 사례이다. 인력의 확충은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위한 전제조건이
자 그 자체로 사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
에 이러한 결과는 더욱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력의 양적 확충 못지않게 인력에 대한
안정적 고용보장과 처우가 소비자가 선호하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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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음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달체계 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각 분야의 서비스시장 구조
(혹은 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았다. 바람직한 서비스 성과 도출
을 위한 거버넌스, 특히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는 제1장과 제2장의 이론적 논의에서도 지적했던 바처럼 개별
분야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예컨대 보건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공적 성격 강화보다는 재원조달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적어
도 국가 비교적 관점에서는 더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제6장).
반면 보육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만족도에서 직장보육시설과 협동조
합형 서비스와 같이 민간의 서비스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제4장). 그러나 제2장에서 논의했던 정부 조정기능의 중요성을 고
려했을 때, 보육서비스의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
로부터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행연구가 지적하고 있듯이 지나
치게 비율이 낮은 공공보육시설 확대를 통해 국가의 직접적인 서비
스 제공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국가의 직접 제
공의 확대 그 자체가 서비스 질의 제고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평
가시스템 구축 및 공정한 운영절차 마련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활서비스는 제도도입 초반
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비영리단체가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 친화성,
밀착형 서비스 전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방식의 이득을 누리
고자 했던 대표적인 서비스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집행현장에서
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많고, 자활사업에 들어온 사람들의 자활 성공률이 매우 낮으며, 양
육 등 취업을 위한 제반 복지욕구 충족이 미흡하고, 자활사업에 안
주하려는 경향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제7장). 자활서
비스의 사례는 민간위탁 자체가 서비스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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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해소하는 절대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시
사한다.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을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위탁 서비스 전달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영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이용자의 정보확
대, 의사결정 참여와 선택 확대를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고용-복지서비스의 통합은 다양한 수준의 취업역량과 다차
원적인 복지욕구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사정 체계 구축을 전제
로 한다. 근로의욕과 취업역량이 낮거나 제반 복지욕구가 큰 취약계
층에게 단순한 취업알선은 효과가 없으며, 반면 근로의욕과 취업역
량이 높은 취업빈곤층에게는 보호 중심의 복지 제공만으로는 적절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조정회의 강화를 통한 개인별 정확한 고용
역량 및 복지욕구 진단을 토대로, 기존에 사업을 맡아온 기관들 간
에 비교우위를 살리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체계화 － 예컨대 근로
역량 향상단계는 자활센터, 취업지원 단계는 고용노동부 － 함과 동
시에, 각 사업참여과정에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제반 사회서비스
연계 기반을 구축하는 것 등이 고용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로드맵임을 본 연구는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용친화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서비스 간의 유기적 연계 방식을 모색하는 작업, 예컨대 지역사
회를 기반으로 고용서비스와 보육, 보건의료, 요양서비스 등을 구체
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추후 연구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특정 영역, 특정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소수의 실험사례들을 심층 분석하여 이를 이론적인 서
비스 제공 모델과 연결시키고 일반화해 내는 환원작업이 유효할 것
으로 보인다.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고용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한국형 복지전략의 맥
락에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정책적
개혁의 밑그림을 타진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최근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 사정이 어려워지고 소득분배 상태가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
의 복지욕구 분출에 비례하여 복지국가의 제도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담론들도 백가쟁명 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간의 논쟁 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복지욕구를 수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렇
게 도입될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복지체계가 고용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
만 총론적인 수준에서의 이러한 의견일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속가
능한 복지를 구축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결론에 이르
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다시금 고전적 성장론자 담론과 고전적 복
지론자 담론에 따른 지루한 논쟁이 다시 재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복지확대의 정치가 촉발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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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은 이러한 방식의 소모적인 이분법적 논쟁이 아니라, 어떤 복지가
장기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방법론적인 차원
의 고민이다.
우선 이 연구는 서구 복지국가들의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데서 출발하여, 21세기 한국형 복지 전략이 고용친화적인 사회서비스국
가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관점으로 삼는다(안상훈, 2011).
비교국가적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은 동일한 수준의 재정을 복지에 투입
한다고 할 때 현금 대비 사회서비스 지출이 높은 나라에서의 경제적 성과
가 두드러진다는 것으로 모아지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사회서비스 전략
을 채택한 북유럽형 국가들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통한 높은 고용률과
견실한 성장률, 건전한 재정과 완화된 불평등을 구현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용친화적 사회서비스 강화 전략을 지향하되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구체
적인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사회서비스 부문의 핵심적 문제는
수요가 있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존재와 서비스의 질에
관한 부분이다. 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일자리가
양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이라는 차원과
도 정확히 일치한다.
예산제약하에서 서비스의 사각지대 축소와 품질개선은 상충관계에 있
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즉 주어진 예산 아래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면
서 더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면 대상을 축소하거나 선별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사각지대 축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의 관점에
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확충과 사회서
비스 부문 고용의 질은 주어진 재정 제약하에서는 반비례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투입확대를 한다고 해도
사각지대와 서비스 품질의 문제들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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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개별 사회서비스 시장마다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어 예산 증
대가 사각지대 축소와 품질 개선으로 바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우선 개별 사회복지서비스 시장의 구조진단과 혁신방향을 식별
하고, 그 혁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을 설정하는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조 혁신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개별 서비스 분야에서 수요자, 공급자, 정부가 행하고 있는 역할을 정밀
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사회서비스의 개별 분야를
‘전달체계’라는 동일한 차원에서 분석하여 개별 분석 결과들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이슈로 일반화시
키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둘째, 다른 한편에서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 논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근로빈곤층에
게 더 향상된 ‘취업지원복지’를 제공하자는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빈곤계
층에게 단순히 현물 내지 현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빈곤한 생활을 면하
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취업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자는 합의를 이루고는 있지만, 정작 전달체
계 내에서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가의 문제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총론적 수준의 논의보다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필요조
건, 그것도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이 전달체계에서 통합적 고용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 혹은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맞춤형 연계가 이루
어지는 것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그 바람직한 방향과 형태를 탐색하고, 고
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근
로연계복지 논의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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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본고의 분석틀 및 구성

한국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다양한 유형은 김영종(2009, 2012a)이
제시한 네 가지 모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모형, 원조모형, 바
우처모형, 공동체모형이 그것이다. 시장모형은 정부의 개입 없이 영리기
업에 의해 고용, 보육, 체육, 의료와 같은 사회서비스가 공급되는 유형이
다. 원조모형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민간단체가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바우처모형은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인 민
간단체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면, 이용자가 자신에
게 맞는 서비스 공급자를 물색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이다. 마지막으
로 공동체모형은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사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가 서로 명백한 구분 없이 서로 협동하여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유형이다.
한국에서 정부개입 없이 순수하게 영리기업에 의해 사회서비스가 제공
되는 경우는 체육 분야를 제외하면 거의 없으며, 공동체모형 역시 아직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실험단계에 있다(김영종,
2009, 2012a)는 지적을 감안해볼 때, 한국의 전통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는 대부분 원조모형에 속하며, 최근에는 바우처모형도 한국사회에서 사
회서비스의 중요한 공급방식으로 강조되고 있다. 즉 지난 10여 년간 사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면서 민간부문(민간 비영리단체와 민간
영리기업)이 서비스 주요 공급주체로 참여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업이 한국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전형적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민관협력은 정부, 시장, 제3섹터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각각의 개별 영
역의 공급구조에 내재된 한계를 상호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으
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민관협력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이들 간의 협력관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
가에 따라 오히려 실패요인들이 증폭될 수도 있는 민관협력의 역기능도
존재할 수 있다. 민관협력의 성패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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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김영종(2009)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분류

(a) 원조모형

(c) 시장모형

(b) 바우처모형

(d) 공동체모형

수, 즉 사회서비스의 민관협력에서 핵심이슈는 각 섹터의 실패를 최소화
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하여 민관협력 및 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중심에 놓고 김영
종의 논의를 재구성해 보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행위자들(재정공
급자, 서비스생산자, 서비스소비자)의 배치구조에 따라 거버넌스 유형을
[그림 1-2]처럼 6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순수시장형으로 주로 민간 영리단체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둘째는 정부주도형으로 정부가 서비스의 재원공급자와 전달자
로서 정책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일반위탁형으로
재정공급자인 정부가 민간 영리기업이나 비영리단체와 민관협력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넷째는 소비자지원형으
로 정부가 재정을 소비자에게 지원하면, 소비자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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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혹은 민간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구매, 소비하는 방식이다. 김영
종의 바우처모형이 여기에 속한다. 다섯째는 공동체형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생산자, 소비자의 협동조합을 통하여 서비스가 공급되는 방식이
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공동체지원형으로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체 모임에 정부가 재정을 공급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그림 1-2]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공사분담 6유형

(a) 순수시장형

(b) 정부주도형

(c) 일반위탁형

(d) 소비자지원형

(e) 공동체형

(f) 공동체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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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의 6가지 전달체계 공사분담 모형을 염두에 두면, 각 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즉 각 서비스 분야
에서 공사분담 모형의 현황과 실태, 전달체계 내 행위자들의 관계, 재정
공급의 방식, 정부와 민간(영리, 비영리)의 역할분담을 살펴보고, 전달체
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
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주요이슈들은 [그림 1-3]
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는 크게 보아 서비스의 공급(생
산자 관점)과 서비스 소비(수요자 혹은 이용자의 관점)의 양 측면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보고서의 이론적 총론격에 해당하는 제2, 3장
은 각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와 수요체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제2장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도 특히 서비스
생산자의 공사역할분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민관협력을 둘러싼 이론들
을 검토한다. 여기서는 공공서비스의 민관협력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서비스 공급기능이나 재원지원뿐만 아니라, 민간부
[그림 1-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주요이슈

주 : ① 전달체계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분석, ② 서비스제공자(민간/영리/정부/공동
체)에 따른 비교, ③ 소비자의 선택 및 참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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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의 통제
메커니즘, 투명한 정보 메커니즘, 민간기관의 성과를 유도하는 적절한 인
센티브 메커니즘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게 된다.
한편 정부와 민간부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방식을 파악하고, 협
력구조가 적절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제2장에서는 영국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사례분석도
함께 제시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자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의 소
비과정을 재조명한다. 서비스 수요자의 행태와 서비스 소비과정을 고찰
해 보면 욕구인식에서 서비스 이용과 재이용까지 다섯 개의 단계를 거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욕구인식 → 정보수집 → 선택 → 이용 → 재이용의 과
정이 그것이다. 기존의 서비스 수요 관점에 주목한 연구들은 이러한 단계
를 포괄하여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선택단계’에서 수요자의 선택권을 높
이기 위해 바우처 도입을 주장하고, ‘이용단계’에서 이용자의 참여권을 보
장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의 발언권 확대를 요구하는 등, 서비스 수요자
의 입장을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논의들은
주로 서비스 소비과정 중 선택과 이용에 주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을 위한 노력
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시장의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
자의 행태는 어느 한 측면에만 주목해서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제3장은 서비스 소비욕구가 발생하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
정,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에 이르는 과정을 기존의 실태조사들을
이용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 소비과정에 대한 일반적 개선사항
들을 제시해 본다. 이러한 작업은 사회서비스 소비과정에 대한 일반적 고
찰의 의미를 띨 뿐만 아니라 소비행태의 특정 측면에 주목한 연구를 보완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4장부터 제8장까지는 공사역할분담 혹은 사회서비스
소비(이용)과정에 대한 상기한 논의와 틀에 입각하여 개별 사회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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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내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먼저 제4장과 제5장은 각각 보육서비스와 사회체육서비스 영역에서
[그림 1-2]의 6가지 전달체계 공사분담 모형을 염두에 두고 전달체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 분야에서 공사분담 모형의 현황
과 실태, 전달체계 내 행위자들의 관계, 재정공급의 방식, 정부와 민간(영
리, 비영리)의 역할분담과 각 전달체계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의 구체적
형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보육서비스 영역에서 다양한 공급유형의 특징과 한계를
명확하게 짚어내고, 각 공급유형에 따른 서비스 공급자, 소비자, 재정 지
원자 및 규제자라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 다루는
사회체육서비스는 그동안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부문으로, 본 보고서에서 새롭게 사회서비스의 의미 있는 한 영역으로 자
리매김하고자 하였다. 사회체육서비스는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차원에
서 보건의료서비스와 직결되는 동시에 국민여가서비스로도 이해될 수 있
는바, 서비스의 속성이 공공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사회체육서비스를 공
사역할분담 및 생산자-소비자-재정공급자 및 규제자라는 틀에 의해 재조
명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이용률 증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서
비스 확대 등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6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이다. 우
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민관협력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적인가? 이 장
에서는 민간공급자와 공적 재원조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공적재원조달 비중이 낮고 국가의 규제가 약한 특징을 가지
고 있어 보건의료의 비효율과 비형평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적은
자원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성과를 높이고 효율성,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보건의료 전달체계 및 재원조달방법은 무엇인지를 국가비교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재원조달과 전달체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
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원조달에서 정부의 역할을
증가시킬 경우 바람직한 보건의료성과가 나타나고 전달체계에서 공적 성
격을 강화하는 경우 오히려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점에 근거하여 보건의
료서비스의 성과를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공적 성격 강화보다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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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2000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
하는 목적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상
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근로빈곤층이 증가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
존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보호수준을 높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
에게도 현금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점을 특징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제
도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자립기반을
갖춰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
급률과 취업률이 저조한 점과 근로빈곤층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인하여 자활사업의 개선방안과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전개되었다. 본 연구의 제7장은 자활사업의 전달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이다. 제8장은 그간의 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추
진해야 할 통합적인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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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공사역할분담의 이론과 사례

제1절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공사분담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정부 주도 서비스 공급에 대한 비판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민관협업을 지향하는 복지혼합(welfare mix)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에서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부문(비영리단체와 영리기업을 포함)이 서비
스 공급주체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Evers and Wintersberger, 1990;
Powell, 2007). 서구에서는 복지국가의 획일화와 재정위기를 타개하는 대
안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부패한 정부를 대신해 해외원조 개발정책을 대
행할 대리자로, 동유럽ㆍ중동ㆍ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권위적인 정부행정을
민주화할 정책파트너로 민간부문이 주목받고 있다. Salamon(1993)은 민간
부문의 사회서비스의 주류화를 ‘세계적 조직혁명(global associational
revolution)’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민간부문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은 사실 갑작스럽고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부문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특히 자유로운 시장(제2섹터)과 자율적인 시민사회
(제3섹터)를 중요한 사회발전의 근간으로 삼는 유럽과 북미에서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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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과 시민사회의 비영리단체를 포함하는 민간부문은 사회서비스
공급 전반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행위자였다. 다만 제2차 세계 대전 이
후, 복지국가 확대를 표방하면서 민간부문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수행하
는 역할과 기여가 국가의 정책논의에서 주변화되어 있다가, 최근 들어 민
간부문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국가정책 차원에서 다시 표방하
기 시작한 것이다(White, 2006: 45). 19세기 말 근로빈곤층에 대한 복지제
공을 주창했던 웹(Webb) 부처도 초기에는 기초생활보호와 소년노동, 장
시간노동, 최저임금 제공의 책임을 기업주가 져야 한다고 주창하다가
1911년에야 이를 국가의 책무로 간주했다.
정책적으로 민간부문의 역할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재평가되기
시작한 시기는 서구 복지국가의 재편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
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시기와 맞닿아 있다(Johnson, 1987;
Peters and Pierre, 1998).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자유주의적 기조가 강한
국가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다양하고 점증하는 사회서비스 욕구를 획일
적인 국가 시스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해 왔다. 국
가 주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관료주의, 이용자의 욕구에 대한 유연성 부
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다각화된 대응력 부족, 이용자의
자율성 침해, 자원과 권력에 대한 중앙집권화된 통제, 의사결정과정의 민
주적 참여 부재, 과도한 전문가주의, 정부 주도 서비스의 비효과성과 비
효율성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비판을 배경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복지개혁은 ① 서비스 공
급자 측면에서는 탈중앙화된 서비스 제공자의 확대와 ②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용자의 참여 채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제공자의 다각화
는 국가 중심의 서비스를 민간부문(시장과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참여 강조는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
는 취지의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민간위탁사업과 바우
처가 실제로 제공자를 다양화하고 이용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전략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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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주도 서비스 공급의 대안으로서의 민간부문
정부주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비판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민간부
문(시장과 비영리 부문)의 주류화를 이끌었다. 민간부문을 통한 서비스
전달에 대한 논의에서 강조되어 왔던 민간부문의 장점들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먼저 민간부문은 관료주의적 경직성이 강한 정부보다 서비스 전달에서
반응성, 책임성, 소통능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와 함께 이용자와
제공자의 관계에서 정부 기관들보다 이용자의 의견과 요구에 더욱 민
<표 2-1> 사회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장점

서
비
스
전
달

정부의 단점

민간부문의
일반적 장점

· 관료주의적
경직성
· 부패의 가능성

· 반응성
(responsiveness)
· 책임성
(responsibility)
· 소통력
(accountability)
높음

민간 영리부문의
장점

민간
비영리부문의
장점

·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책성과
에 의욕이 있음
· 정책목적에 충실
· 서비스의 신속성

· 미션에 충실
· 정부만큼 공공성
에 관심
· 수익에 대한 관심
보다 서비스에 재
투자하는 경향
· 사회적 신뢰가
있음

이
용
자
관
계

· 획일적이고
표준화됨

·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

· 사각지대에 접
근이 용이
(시장의 진취성)

· 취약계층에 친
화적
· 주민과의 의사소
통 원활
· 이용자와의 소통
과 만족도가 높
음

서
비
스
내
용

· 시대에 뒤떨
어진 서비스
· 지역과 동떨
어진 서비스

· 해당지역이나 문
제에 대한 전문
지식 풍부

· 혁신적이고 실험
적인 서비스 개발

· 지역을 기반한
맞춤형 지식과
서비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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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며, 지역과 특정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혀 왔다.
특히 민간 영리기업은 경직성이 심한 공공영역에 비해 정책목적에 충
실하고,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책성과에 대한 의욕이 강하다(Grover,
2009). 또한 경영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복지국가 행정체계가 접근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대적으로 용이하다(Finn,
2007, 2009; Freud, 2007).
민간 비영리단체는 수익(profit-motivated)이 아니라 미션(missiondriven)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으로, 수익을 자기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영
리단체와 달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다시 서비스에 투입하는 경향이 강
하다(Giotis, 2011). 또한 영리단체보다 공공성을 지닌 행위자로서 사회적
신뢰도가 높고(Davies, 2010),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비해 공공재
의 성격이 강한 사회서비스를 공정하게 분배하기에 적합한 행위자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Weisbrod, 1977, 1986). 덧붙여 비영리단체는 풀뿌리 조
직으로서 지역주민과 복지대상자의 욕구와 요구를 가장 민주적으로 정책
집행에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 왔다(Giddens, 1998; Glendinning et
al., 2002: 84). 취약계층에게 가장 밀착적이며, 서비스 대상에 대한 의사소
통과 사용자 개인의 욕구에 민감하고(Hopkins, 2007), 정부보다 지역 관
련 지식(community knowledge)이 풍부하다는 점도 민간 비영리단체가
일반적으로 갖는 장점이다(McDonald et al., 2007).

3. 사회서비스 전달자로서 민간 비영리부문의 역할
특히 국가, 시장, 비영리단체 중에 서구의 사회서비스 전달에 가장 적
합한 행위자로 주목받은 주체는 민간 비영리단체이다(Alcock and Scott,
2007; Anheier and Seibel, 1990; Evers, 1995; Kendall, 2000; Salamon,
1995). 제3섹터 학자 Billis and Glennerster(1998)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정부와 영리단체보다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를 맡을 때 우세하다고 주장
했다. 민간 비영리단체는 풀뿌리 조직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개인적인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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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서비스 생산자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성격 차이
재정적

개인적

사회적

공동체

강
약
약

모호
모호
강

약
약
강

모호
약
강

정부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자료 : Billis & Glennerster(1998).

와 의견에 반응적이며(responsive), 사회적인 가치와 연대를 중시한다. 또
한 개별화된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적인 마인드와 문화를 부활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Kramer(1981)는 비영리 민간부문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정부나 시장
이 대체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역할을 맡는다고 보았다. 첫째,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첨병 역할(vanguard role), 둘
째, 공공역할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서비스의 확대나 개선을 도모하
는 개선자 역할(improver role), 셋째, 특정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보호하
는 가치-보호자 역할(value-guardian role), 넷째,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충하는 보충적 역할(supplement role)이 그것이다. 김영래(2005)도 사회
서비스 제공에 있어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이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를 충
족하고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정책과정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확
대하고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표 2-3>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비영리단체와 협력의 지향점
목표
서비스욕구 충족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제공 영역의 확대
공공서비스 질의 증대
자기 결정 원리의 강화

정책과정 참여 확대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
자원적 에너지의 활용
시민사회의 공공성 증대

시민사회의 정치화 강화
자료 : 김영래(2005).

공공영역의 활성화
정치적인 것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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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은 “누가 서비스를 전달하는가”와 “누가 재정을 제공하는가”이다(김
영종, 2004). 이로 인해 서비스 전달과 재원 제공이라는 두 차원에서 정부
와 민간이 어떠한 비율과 규모로 역할을 분담하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유
형화하는 연구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연구의 대다수를 이룬다(Gidron et
al., 1992; Salamon, 1987, 1995, 1997; Salamon and Anheier, 1997; Salamon
et al., 1999). 나아가 위 연구들은 각 유형 중 어떤 유형이 재정과 서비스
전달의 역할분담으로 가장 적합한지를 원론적으로 제안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Gidron et al.(1992)은 재원부담의 주체와 서비스 제공의 주
체를 기준으로 네 가지 관계 모델을 유형화했다(표 2-4 참조). ① 정부가
재원부담과 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모두 맡는 정부 주도 모델, ② 비영리
민간부문이 재원부담과 서비스 제공을 모두 맡는 비영리 주도 모델, ③
정부와 비영리 부문이 모두 재정과 서비스 제공을 분담하는 이중혼합형
모델(dual model), ④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서비스 전달주체는 비영리
부문이 따로 맡는 상호공조형 모델(collaborative model)이 그것이다.
이때 이중혼합형 모형(dual model)은 다시 보충형(supplement)과 보완
형(complement)으로 나뉜다. 하위모형의 차이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상
이 어떻게 구별되느냐에 있다. 보충형은 각 영역이 담당하는 대상이 철저
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이고, 보완형은 빈곤층 및 취약계층만 정부가 전담
하고 그 외 대상에게는 제3섹터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관계이다. 다음으로
<표 2-4> Gidron의 정부-비영리단체의 행정적 관계의 4대 유형
유형

기능

정부주도형

이중혼합형

상호공조형

보
충
형

대
행
자

보
완
형

동
반
자

비영리주도형

재정제공

정부

정부/비영리

정부

비영리

서비스제공

정부

정부/비영리

비영리

비영리

자료 : Gidron, Kramer, and Salamon(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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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공조형 모형(collaborative model)은 정부가 재정분담을 하고 제3섹
터는 서비스 전달을 맡는 서로 분리된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이다. 이때
다시 제3섹터가 자율성을 지니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두 가지 하위유형으
로 나뉜다. 대행자 모형(vendor)은 주종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제3섹터에
재량권과 협상력이 없는 경우이며, 동반자 모형(partnership)은 두 영역
간에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제3섹터에 일정한 자율성이 존재하는 경
우이다.
규모와 양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비영리 민간의 관계를 유형화한 연구
외에도 정부와 비영리 민간부문 간 정치적 권력관계에 주목한 분류도 존
재한다(Young, 1999, 2000; Coston, 1998). 일례로 Young(1999)은 사회서
비스 공급에서 정부와 비영리 민간부문의 역할에 따라 세 가지 관계 모델
로 나누었다. 특히 Young은 미국의 사회서비스가 발달하는 역사를 추적
하며 이러한 모델을 제시했다. 먼저 대체 모델(supplementary model)은
정부가 특정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풀뿌리 단체나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기반 비영리 민간단체가 서비스 제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 모델이다. 둘째, 보완 모델(complementary model)은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 입지를 갖게 되었을 때의 관계를
말한다. 이때 정부는 주요 서비스의 전달자이며, 비영리 민간부문은 부족
한 부분이나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
는다. 정부가 재정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서비스 전달
자의 역할을 하는 협업의 방식은 보충형 모델에 포함된다. 셋째, 대항 모
델(adversarial model)은 비영리 민간부문이 정부와 서비스 전달을 위해
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축과 개선을 위한 정책
적 어젠다를 형성하고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관계를 말
한다.
Coston(1998)은 정치적 역학관계에 더욱 주목하여 정부와 비영리 민간
의 관계를 유형화했다. 먼저 그는 정부와 비영리 민간이 서로 협업을 원
치 않거나 거부하는 유형으로, 그 정도에 따라 ‘억압-적대-경쟁형’으로 나
누었다. 또한 복지다원주의 안에서 정부와 비영리 민간이 서비스 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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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정부와 비영리 민간단체의 관계(8유형)

자료 : Coston(1998).

있어서 협업하는 관계의 경우는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권력행사의 정도에
따라 ‘용역-제3자 정부-협력-보충-공조형’으로 유형화했다.
이 외에도 정부와 비영리 부문 간 관계 유형화를 제시하거나 소개하는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문순영, 2001; 심재호, 2004; 이혜경, 2007). 이러
한 정부와 비영리 민간부문 간의 관계를 유형화하는 많은 연구들이 갖는
공통적인 관심은 각 나라들에서 정부와 비영리 부문이 어떤 유형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가 요구되는지를 추정하
려는 데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들에서는 각 나라마다, 각 시대마다,
각 서비스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는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밝
히고 있다.

4. 정부 - 시장 - 비영리단체 협력의 필요성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정부-영리-비영리단체의 협력이 단일 행위자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는 까닭은, 정부, 시장, 제3섹터 부문
의 독자적 서비스 공급이 갖는 한계 때문이다(Salamon, 1995). 시장, 정
부, 비영리 부문은 각각 다른 영역이 가지지 못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부문만에 의해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모종의 ‘실패(failure)’
현상이 나타난다. 사회서비스 전달자의 다양화의 배경에는 이러한 ‘실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존재한다. 예컨대 공공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는 정부, 영리기업, 비영리단체의 협업을 통해 각
섹터의 실패를 보완하고 ‘협력의 이익(collaborative advantage)’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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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목적이 깔려 있다(Huxham, 1996; Billis and Glennerster,
1998).
가.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에 대한 대
안으로 제안되었다(William and Simmons, 1994). 대규모의 행정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정부는 전국적 집행이 필요한 공공정책과 프로그램 제공
에 효과적이며, 보편성을 가져야 하는 사회서비스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
성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획일화, 표준화, 관료화된 정부 체계는 비효
율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애인, 노인, 아동 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당 부분의 사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비용효과
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나.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이에 반해 민간부문은 관료적인 정부보다 유연성이 높고 특정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을 실험하기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사회복
지서비스의 전달자로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공공서비스에 시장의 영리
기업이 참여하면 공급자 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가격경쟁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
하리라는 전망이 제시되었다(Finn, 2009). 시장의 영리기업은 신속하게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혁신기술 개발, 서비스의
효율적 유통 면에서 어떤 행위자보다 효과적이며, 영리기업이 서비스 제
공자가 되면 공급자 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장될 것
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영리기업의 높은 경영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공공
서비스를 관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Weisbrod,
1977). 소위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때문이다. 상당수의 사회복지서
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경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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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비배타적인 속성을 지닌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위상을 갖는
다. 따라서 사적 이윤을 우선시하며, 구매력을 가진 개인 소비자에게 배
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의 특성상 민간 영리기업이 사회서비스
의 주도적인 제공자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구매력을 갖지 못한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공급은 시장 중심 공급체계에서는 위축될 수밖
에 없다. 그러므로 결국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시장
이 제공하기에는 부적합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러한 측면이 아니더라
도 서비스 소비자가 서비스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정
보 비대칭성’의 존재로 말미암아 사회서비스 공급을 시장에만 맡겨두면
질의 저하나 과소공급이 초래된다.
다. 비영리 부문의 실패(voluntary failure)
이로 말미암아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제3의 전달자로서 민간 비영리
단체가 주목받아 왔다. 비영리단체는 취약계층의 욕구와 지역공동체의
요구를 정책집행에 반영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해 왔다(Etzioni, 1973;
Giddens, 1998). 또한 수익보다 사명에 따라 움직이며, 서비스 제공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한계계층을 위한 서비스에 재투입해 서비스의 질
을 높이려는 경향이 강하다(Giotis, 2011). 이에 주목하여 많은 제3섹터 학
자들은 비영리단체를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최적의 행위자로 지목해 왔다
(Anheier and Seibel, 1990; Gidron et al., 1992; Evers, 1995). 이러한 논
자들은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는 길이 바로 민간 비영리단
체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단체도 사회서비스의 유일
한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Salamon(1987: 39～42)은 이
를 네 가지 ‘자발성의 실패(voluntary failure)’로 정리한다. 첫째, 불충분
성(insufficiency)이다. 기부에 의존하는 비영리단체를 통해서는 공공서비
스를 위한 충분한 자원 동원이 어렵다. 둘째, 특수주의(particularism)에
기인하는 한계이다. 이념, 종교, 인종 등 비영리단체의 설립목적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보편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관장하는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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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어렵다. 셋째, 온정주의(paternalism)이다. 이는 사회 전체의 가치보
다는 소수의 영향력 있는 기부자의 선호가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리킨다. 넷째, 아마추어리즘(amateurism)이다. 비전문적인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전달과 행정에서 전문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요컨대, 정부 위주의 사회서비스 공급, 영리기업에 의존하는 시장지향
형 사회서비스 공급, 민간 비영리부문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에는 각각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 위주의 사회서비스 공급에서는 관료화에 따른 ‘정
부의 실패’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독점(경쟁결여), 비책임성, 비유연성을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 시장의 영리기업에 의존하는 서비스 공급에서
는 수익성 추구로 인한 ‘시장의 실패’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유지하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민간 비영리단체
에 의존하는 서비스 공급과정에서는 ‘자발성의 실패’가 우려된다. 재원조
달의 불충분, 온정주의, 특수주의, 공공행정 처리의 미숙함을 보완할 대안
이 필요하다. 이처럼 정부, 시장, 제3섹터 모두가 장점과 한계요인을 가지
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각 부문의 협력관계를 통해 한계를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별 영역의 독점적 공급구조에 내재된 한계를
인식하고, 어느 한 영역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공사역할분담 모형
을 개발하고 공사 분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각 섹터
의 장점과 한계는 민관협력의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예컨대 Osborne,
2010 등). 서구의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주도 공공서비스의 경직성을 타개
하기 위해 시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
리론(new public management)을 도입했다(Walsh, 1995). 또한 지역주민
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체인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하기도 했다. 민간부문도 재정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회서비스에서의 민관협력은 정부, 시장,
비영리단체 각 섹터의 ‘실패’ 요인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
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22

고용-복지 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5. 정부 - 시장 - 비영리단체의 협력에 대한 비판
민관협력 파트너십이 구축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파트너십 체계에서는 개별 섹터의 특성만이 아
니라, 섹터들 간의 관계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 시장, 비
영리단체의 관계가 어떠한 구조적 양태를 띠는가에 따라 각 섹터의 고유
의 한계가 상대의 장점으로 보완되는가 하면, 오히려 서로 책임을 전가하
면서 각자의 실패요인이 증폭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민관협력 사회서비스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민간부문이
중앙집권적인 정부보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잘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의 요구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다(Wolch, 1990; Smith and Lipsky, 1993). 민간서비스공급 비
중의 확대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가의 사회서
비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이라는 비판도 빈번하게 제기된다. 정
부에 대한 과도한 재원 의존 때문에 민간부문의 장점인 자율성과 독립성
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
이용자와 공급자의 관계에서도 시장과 비영리 민간단체가 중앙집권적
인 정부보다 더 이용자에게 잘 반응(responsiveness)한다는 가설이 있으
나, 실제로는 민간단체들이 정부의 재정공급을 받기 위해, 자신의 정책성
과를 단기적으로 올리기 쉬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집중해서 공급하는
크리밍 현상(client creaming)과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보류하
는 파킹 현상(parking)이 나타나기도 한다(Heckman et al., 2002; Koning,
2009).
특히 사회적 가치실현이 목표인 비영리단체들이 국가정책을 대신 집행
하는 과정에서 관료화되어 고유의 사명을 잃는 경향(mission drift)이나
(Alcock et al., 2004), 성과와 효율을 강조하는 공공서비스의 추세로 인해
비영리단체도 경쟁과 수익성에 대한 압박을 받고 시장화되는 경향도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다(Eikenberry and Kluver, 2004; Bruce and Chew,
2011).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가 난립할 경우, 지역사회의 말단까지 서비
스가 고르게 전달되기보다는 정보공유의 어려움과 아노미가 발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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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부와 서비스 이용자는 어떤 민간단체들이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
는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민간단체도 어떤 정부지원을 받아 누구
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 민관협력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정부역할의 중요성
정부의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이 복지혼합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바로 민관협력의 이러한 역기능 때문이다(Evers and Svetlik,
1993). 복지혼합론이 국가 중심 모델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
고,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를 지향한다고 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국가
의 모든 역할을 민간이 궁극적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사회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재로서 최
대한의 영리 추구를 원칙으로 하는 시장에 서비스를 모두 맡길 수 없다.
민간 비영리단체도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시장보다 우위를 지니지만, 지
역의 풀뿌리 조직으로서 보편주의적 특성을 갖기 어렵다.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민간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강조하지만, 정부
는 여전히 각 섹터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조정자로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해야 한다. 결국 사회서비스의 민
관협력에서의 핵심이슈는 정부의 역할 정의와 확립이다. 다원화된 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하여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
어서 정부는 재정공급과 규제, 관리 등의 주된 담당자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각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 정립과 합리적인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국가의 직접적 복지 공급이 축소되었다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
자체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국가개입의 방식이 직접 공급
자에서 재정지원 및 규제자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효율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복지공급을 확대하지만, 국가는 여전히 가장 중
요한 재정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핵심적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유
지,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
복지 민영화의 추세에 대한 보완으로 제시된 ‘조성국가(enabling state)’

24

고용-복지 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에 대한 논의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다(Gilbert and Gilbert, 1989).
다시 말해,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로
기능했다면, 조성국가에서는 다양한 공급주체들에게 서비스 공급의 환경
을 조성해 주고 공급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정부의 핵심역할
로 강조되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사회정책 학자들은 공공서비스의 민관협력이 기대하는 효
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정기능이 필수적임을 지적해 왔다(Le Grand
and Bartlett, 1993; Bruttel, 2005; 유길상, 2010). Bruttel(2005: 9～17)은
서비스 민간위탁의 성패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부의 조정기능이 확보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계약기관을 합리적으로 관
리하는 ‘통제메커니즘(control mechanisms)’이 마련되어 있는가
② 정부, 민간부문, 서비스 이용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투명한 ‘정
보메커니즘(information mechanisms)’이 구축되어 있는가
③ 민간기관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
메커니즘(incentive mechanisms)’이 존재하는가
만약 위와 같은 정부의 조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민관협
력의 이익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7. 민관협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정부-민간부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방식을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고 협력관계로 인한 효과가 실제로 긍정
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사회
서비스 공사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evidence-based research)들은 선험
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민관협력에 관한 이론이나 기대와는 조금 다른
관찰 결과를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복지혼합론에서는 서비스의 전달
및 정책 운영에 있어서 정부보다 민간(영리-비영리)부문이 더 효율적이
고 탄력적이라고 간주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비영리, 영리단체 중에 어
떤 단체가 서비스전달자로서 ‘본질적으로 더 우월한지(inherent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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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다(Griffiths and Durkin, 2007; Stafford et al.,
2007; Loumidis et al., 2001). 정부, 비영리, 영리단체가 비슷한 환경에서
활동한다면 서로 다른 섹터라도 서비스 생산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드러나기도 한다(Loumidis et al., 2001; Davies, 2008). 예를 들어,
Hills와 그의 동료들은 영국의 고용서비스에 있어서 2개의 영리단체, 2개
의 비영리단체, 1개의 지방정부의 서비스 질과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괄목
할 만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Hills et al., 2001). 오히려 특정 고용서
비스에서는 민간단체보다 정부주도형 서비스가 더 효과적이라는 사례도
존재한다(National Audit Office, 2010; Davies, 2008).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간 영리기업은 보다 혁신적인 기술을 개
발하며, 민간 비영리단체들은 보다 지역주민을 잘 아는 일차적 정보를 많
이 가지고 있어서 지식과 정보에서 민간이 공공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이
있다. 하지만 민간단체가 행정적 처리에서 아마추어리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다양한 행위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난립의 상황에서 정부도
어떠한 민간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중복수혜나
사각지대가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Martikke, 2008: 17).
Farrington and Bebbington(1993)은 개발도상국의 탈빈곤정책에서 정
부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협업을 인류학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
들은 협업이 단지 비영리단체나 정부에 일방적으로 좋게 작용하거나 나
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와 비영리단체 각각에게 줄 수 있는 장
점과 단점이 존재함을 밝혔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2-6>과 같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정부-민간부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방식을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고 협력관계로 인한 효과가 실제로 긍정
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민관협력 사
회서비스에서 정부의 규제와 조정의 역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조정기능이 민관협력의 이득을 보장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정부, 영리, 비영리단체의 관계, 그
리고 정부의 조정기능에 대한 실증적 연구사례로 영국의 고용서비스인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me)의 사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워크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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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정부와 비영리 민간단체 간의 파트너십의 장단점
정부

비영리단체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정부 서비스가 더
잘 전달됨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정책 대상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기
대할 수 있음
․각종 사업효과를
제고
․새로운 기술의 적
용
․NGO의 전문가로
부터 적절한 훈련
을 제공받을 수
있음
․정부가 NGO를 더
잘 통제할 수 있음

․NGO가 진출함에
따라 정부조직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음
․NGO의 사회적 동
원이 사회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있
음
․정부에 대한 요구
가 정부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음
․정부의 권위와 신
용을 약화시킬 수
있음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잘 접근할
수 있음
․전문적인 연구시설
과 전문가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
음
․새로운 기술에 위
로부터 접근할 수
있음
․기술과 모델을 통
해 NGO의 설명
력을 높이고 상향
적인 발전이 가능

․정부의 관료적 통
제
․NGO가 관료적인 성
격을 띨 수 있음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할 수 있음
․NGO의 포괄적인 프
로그램을 상실하면
서, 단순한 전달 역
할로 전락
․정부가 NGO의 성
과를 가로챌 우려
․고객들 사이의 신
용도 상실

자료 : Farrington and Bebbington(1993).

그램은 정부, 시장, 제3섹터의 파트너십 구조와 정부의 조정방식에 따라
민관협력의 이익보다 각 섹터의 실패요인이 더 부각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제2절 사회서비스 공사분담의 영국사례와 시사점

1. 노동당에서 보수당 - 자유민주당 연립정부로의 정권교체와 워
크프로그램
2010년 5월, 영국에서는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이끄는

제2장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공사역할분담의 이론과 사례

27

보수당이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수립했다. 이로써 1997년부터 14년간 집권
했던 노동당 내각이 막을 내렸다. 이 정권교체는 ‘제3의 길(Third Way)’이
라는 정책기조 아래 시행되었던 노동당의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에도 지
각변동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실제 캐머런 내각은 집권과 함께 향후 영국
정부의 정책 청사진으로 제3의 길을 대체한 ‘큰 사회(Big Society)’ 기획을
내놓았다. 큰 사회 기획의 핵심 모토는 화이트홀(Whitehall : 관청 밀집지
역)에서 지역사회로 권력을 대대적으로 분산한다는 것이다(Cabinet Office,
2010). 캐머런 내각은 관료적이고 유연성 없는 “큰 정부(big government)
의 폐단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부숴진 사회(broken society)
를 복구해 큰 사회(big society)를 재건하는 것”이 영국의 새로운 국정목
표라고 밝혔다(Conservative Party, 2010: 1). 그리고 이를 위해 시장과 비
영리단체를 비롯한 민간부문에 공공서비스를 위탁하고, 지역사회의 국정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me)은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가
‘큰 사회’ 기획 아래 시행한 대표적인 민관협력사업이다(DWP, 2011a). 워
크프로그램은 2011년 6월 캐머런 내각이 노동당의 뉴딜(New Deal)을 폐
지하고 새롭게 도입한 고용서비스이다. 이는 구직자수당(Job Seekers'
Allowance)이나 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와 같은 공공부조를 받는
장기실업자가 국가복지로부터 독립하도록 취업을 돕는 근로연계복지로
서 목표 면에서는 뉴딜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워크프로그램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뉴딜과 차이를 보인다. 뉴딜에서는 정부의 일선 행정기관
인 1,500여 개의 잡센터플러스(Jobcentre Plus)가 핵심적인 서비스 제공
자로 부각되었던 반면, 워크프로그램에서는 영리기업과 비영리단체가 정
부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12년 현재까지 정부는 민간단체와의 계약체결에 30억～50억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했고, 500여 개 비영리단체와 400여 개 영리기업이 워크프로
그램의 계약기관(contractors)으로 서비스 공급사슬(supply chains)에 참
여하고 있다.
크리스 그레일링(Chris Grayling) 고용연금부 장관은 워크프로그램을
큰 사회를 진작시키는 사회서비스의 혁명적 발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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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ling, 2011). 지역사회 비영리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행정이 닿
기 어려운 한계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기업의 참여로 공공서
비스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정부는 2011년 열린 공
공서비스 백서(Open Public Service White Paper)에서 “워크프로그램은
사회의 여러 행위자가 함께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나누는 프
로그램으로…, 정부는 큰 사회의 롤모델인 워크프로그램의 사례를 다른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에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Cabinet Office, 2011: 8).
그러나 공공서비스에서 정부, 시장, 제3섹터의 협력을 지향하는 ‘큰 사
회’ 기획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 했던 과거
보수당의 대처리즘과 결과적으로 같은 그림일 수 있다. 이것이 노동당 대
표 에드 밀리반드(Ed Milliband)가 큰 사회는 작은 정부(small state)의
외투일 뿐이라고 비판하고(The Independent, 13/02/2011), 폴리 토인비
(Polly Toynbee)가 큰 사회는 시장화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평
한 이유다(The Guardian, 06/08/2010). 큰 사회라는 정치적 수사에는 공
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는 큰 사회를 과거 보수당의 ‘작은 정부
(small government)’와 구분 짓고자 한다. 캐머런 수상이 정책연설에서
“큰 사회는 정부의 축소가 아니라, 사회의 활성화가 목표다. 그 과정에서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작아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목
소리는 커질 것이다. 정부는 민간의 국정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관
리할 것이다(Cameron, 2009)”라고 말한 것은 큰 사회 기획이 단순히 과
거 작은 정부로의 회귀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요컨대 큰 사회는
‘(규모가) 큰 정부(big government)’를 표방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조정기
능이 강화된 ‘(목소리가) 큰 정부(loud government)’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담론 수준의 논쟁으로는 큰 사회 프로젝트가 실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로 향
하고 있는지, 정부는 조정의 목소리를 내는 큰 정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동당의 비판대로 재정위기를 민간에 전가하는 작은 정
부의 또 다른 모습에 지나지 않는지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워크프로그

제2장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공사역할분담의 이론과 사례

29

램을 중심으로 큰 사회 담론이 정책현장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
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
한편 2011년 유럽연합은 큰 사회 프로젝트에 지지를 표명했다(European
Commission, 2011). 이는 ‘큰 사회’ 담론이 대처리즘이나 제3의 길처럼 영
국을 넘어 유럽과 세계의 복지개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한다. ‘큰 사회’ 담론에 기초한 워크프로그램에 대한 실증적 고
찰이 유럽의 공공서비스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사례 연구의 의미
도 지님을 뜻한다.
사실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뉴딜을 비롯한 영국의 고용서비스는 유럽
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달체계로 평가받으며 빈번한 정책학습대상이 되어
왔다(문진영, 2004; 신동면, 2004; 정원오, 2009; 임수경․권혁창, 2011). 워
크프로그램은 아직 시행 초기라 학술적 분석은 별로 없지만, 최근 들어
고용서비스의 성과기반 지원체계, 영리기업과 비영리단체의 혼합경쟁, 고
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외국의 선진사례로 워크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다(박찬용․남영기, 2011; Ingeus, 2012). 하지만 대부분 영국
정부의 공식 정책보고서를 인용해 프로그램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기대
효과를 서술할 뿐, 실제 프로그램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워크프로그램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 정부의 정책담론을 넘어 전달체계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와 서비스
대상자의 차원까지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취업성공패키
지와 희망리본프로젝트를 통해 성과관리형 제도와 영리․비영리 민간위
탁을 실험하기 시작한 한국의 고용서비스에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줄 것
이다. 워크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전에 영국의 고용서비스에서 공사분담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2. 영국의 민간위탁 고용서비스의 역사
보통 워크프로그램은 노동당의 뉴딜과 구분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으
로 평가받고 있다(Grayling, 2011). 그러나 영국 고용서비스의 역사를 살
펴보면 워크프로그램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라기보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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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에서와 같이 과거 시범사업이나 특별대책으로 시행되어 왔던 다양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들의 통합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워크프로
그램의 전달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민간위탁 고용서비스의 발
전단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항에서는 이를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
겠다.
<표 2-7> 영국의 민간위탁 고용서비스의 역사

주요
민관협력사업 일반실업자
최초 도입시기
1998

제1기
뉴딜
고용촉진지역
1999
사업
2000
2001
2002
2003
2004

청년뉴딜
(New Deal
for Young
People)

2005
2006
2007

제2기
장애인직업
복귀대책
유연 뉴딜

2008

2009
2010
2011
제3기
2012 워크프로그램

실업률이 높은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촉진지역
시범사업
(Prototype
Employment
Zones)

장애인 뉴딜
혁신전략
시범사업
(Innovative
Schemes Pilots)

고용촉진지역사업
(Employment
Zones)

이민자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

아우트리치
시범사업
장애인직업복귀 (Ethnic
대책
Minority
(Pathways to Outreach)
Work)

장년뉴딜
(New Deal 민관협력 강화
for 25+) 고용촉진지역사업
(Multiple and
Single Provider 민관협력 강화
Employment
장애인직업복귀
Zones)
대책
(Provider-led
Pathway to
Work)
유연 뉴딜(Flexible New Deal)

단계별
배우자
아우트리치 고용지원
사업
시범사업
(Partners (Progress
Outreach to Work)
for Ethnic
Minorities)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me)

주 : 주요 위탁기관은 아래와 같이 음영으로 구분되어 있음.
영리․비영리
비영리단체
혼합
자료 : Damm(2012: 4)로부터 발전단계 및 주요 위탁기관 표시를 첨가하여 재구성.
영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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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기(1998～2000년) : 민관협력 고용서비스의 도입과 실험
영국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역사는 1998년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뉴
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시장에 대한
대안으로 제3의 길을 표방했던 노동당은 민관협약(Compact)을 체결하고
정부주도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 이양해 왔다(Lewis, 2005). 영국정부
가 고용서비스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부터다. 그러
나 초기 뉴딜은 정부의 잡센터플러스에 의해 주도되었고, 위탁사업은 제
한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영국은 민영화가 활발한 영미권 국
가들 중에서도 정부주도의 고용서비스의 특성을 강하게 지닌 국가로 간
주되어 왔다(Sharon, Marston, and McDonald, 2011). 특히 제1기 민간위
탁 고용서비스에서 주목할 점은 뉴딜의 여러 하위프로그램들 중에서 영
리기업과 비영리단체에 위탁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자가 대체로 특화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뉴딜은 장기실업자들의 유형에 따라 18～24세 청년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25세 이상 장년 뉴딜(New Deal for 25+), 50세 이상 고연
령자 뉴딜(New Deal for 50+), 장애인 뉴딜(New Deal for Disabled
People), 한부모가정 뉴딜(New Deal for Lone Parents), 배우자 뉴딜
(New Deal for Partners), 음악인 뉴딜(New Deal for Musicians), 실업률
이 높은 지역사회를 위한 뉴딜(New Deal for Communities)로 나뉜다. 그
중 영리기업은 노동시장 진입가능성이 가장 높은 18～24세 청년과 25세
이상 장년층을 위한 뉴딜과 연계되어 일자리 및 직업훈련을 제공했다. 일
례로 1998년 4월부터 시행된 청년 뉴딜은 뉴딜 전체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사업으로, 6개월 이상 구직자수당을 받아온 18～24세 실업
자에게 고용서비스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하는 사업이다. 청년 뉴딜은 크
게 진입(Gateway), 옵션(Options), 사후관리(Follow-through) 등 3단계로
구성되었다.
먼저 4개월간의 진입단계에서는 잡센터플러스 개인상담가의 도움을 받
아 구직활동을 하게 되며, 진입단계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옵션단
계로 넘어가게 된다. 옵션단계에서는 1년간의 학교교육이나 6개월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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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보조 일자리 취업 및 현장훈련 등에 참여해야만 구직자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후 13주간의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취업한 참여자들이 고
용상태를 유지하도록 추가상담과 직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다. 3단계로
이루어진 뉴딜에서 일반기업은 옵션단계로 넘어온 실업자에게 정부 임금
보조 일자리나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잡센터플
러스를 거점으로 진행되었던 당시 뉴딜사업에서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위
상은 그리 크지는 않았고, 정부와 기업의 협약도 옵션기간에 맞춰 단기계
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영리기업이 일반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맡았다면, 취업이 어렵고
특수한 욕구를 지닌 취약계층을 위한 뉴딜은 사회적 연대와 가치를 중요
시하는 비영리단체에 주로 위탁되었다. 장애인 뉴딜의 일환으로 1998년
10월에 도입된 ‘혁신계획 시범사업(Innovative Schemes Pilots)’이 그것이
다(Hills et al., 2001).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는 그 특
성상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우월하지만, 장애인과
같은 특수집단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취약한 편이다.
영국은 이러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들
과 협약을 맺었다. 비영리단체들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혁신계획을 각
기관의 노하우를 살려서 기획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한 후 개별 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다. ‘혁신계획’은 정부와 직속계
약으로 이루어졌고, 영리기업도 계약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상자
의 특성상 주로 비영리단체들이 주요 서비스 제공자로 활약했다. 이처럼
장애인 뉴딜은 개별적인 사업기획을 통해 정부주도의 단일 서비스가 아
니라 기관마다 다채로운 내용을 지닌 사업으로 발전했다.
마지막으로 뉴딜 외에도 1998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고용촉진지역사
업(Employment Zones)’도 제1기부터 실험된 민간위탁사업이다. 노동당
내각은 사회문제에 지역적 특수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지역기반정책(areabased initiatives)의 도입에 열의를 올려 왔다(Lupton and Turok, 2004).
고용촉진지역사업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15개 지역을 선정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
사업의 대상은 25세 이상 장년층으로 시작해 18～25세 청년, 한부모가정

제2장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공사역할분담의 이론과 사례

33

까지 확대되었는데, 고용촉진지역에 사는 청장년실업자는 일반 뉴딜 대
신 이 사업에 참여해야 구직자수당을 받을 수 있었고, 한부모가정의 가장
은 사업참여를 자율에 맡겼다. 고용촉진지역사업이 일반 뉴딜과 구분되
는 점은 잡센터플러스가 진행하는 기초면담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상담,
직업훈련, 직업알선, 사후관리가 전적으로 민간에 위탁되었다는 점이다.
노동당 정부는 특수지역을 위한 서비스에 있어서는 지역단체가 정부보
다 우월하다는 판단하에 고용촉진지역사업 전반을 민간에 이양했다. 정
부는 입찰에 참여한 민간단체들 중에 정부지원금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
스의 품질, 서비스 모델의 혁신정도, 예상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을 평가해
각 지역마다 1～2개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그 기관에 5년간 재정을 지
원했다. 고용촉진지역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특징은 지역사회 상
황과 취약계층의 욕구를 잘 아는 The Wise Group 같은 비영리단체만이
아니라, Ingeus, Reed in Partnership, Pertemps 같은 영리회사가 주요 파
트너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회사들은 일반 뉴딜에서 정부와
느슨하게 연계되어 인턴십이나 훈련기회를 제공했던 일반기업과 달리,
공공고용서비스의 위탁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컨설팅 전문회사들
이다. 이 영리회사들은 자사의 고용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영리단
체들은 지역문제에 대한 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실업자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각 섹터의 강점을 살린 고용촉진지역사
업은 일반 뉴딜에 비해 취업률과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는
데, 이러한 실적은 이후 영국에서 고용서비스의 전면적인 민간위탁이 가
속화되는 근거가 되었다(Griffiths and Durkin, 2007).
나. 제2기(2000~2010년) : 민관협력 고용서비스의 다각화와 통합
제2기는 UN이 새 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발표한 2000년
부터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가 정권을 잡은 2010년 5월 이전까지로, 당
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의 흐름은 다각화와 통합이라는 두 방향으로 요
약할 수 있다. 먼저 서비스 대상자의 다변화이다. 뉴딜에서 고용서비스의
주요대상은 실업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에 국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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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다. 하지만 제2기부터는 뉴딜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민자, 알코올
중독자, 노숙인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배제계층에게까지 고용서비스 제
공이 확대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 경제의 세계화와 EU의 경제협력 강화
로 인해 영국으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가 급증했지만, 이들을 위한 고용
서비스는 거의 없었다. 이에 21세기를 맞이한 노동당 정부는 2002년부터
시민권이 없어 정부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이민실업자들을 대
상으로 ‘소수민족 아우트리치 시범사업(Minority Ethnic Outreach Pilot)’
을 시행했다. 2007년에는 그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해 ‘소수민족 배우자
아우트리치 시범사업(Partners Outreach of Ethnic Minorities)’을 추가
도입하기도 했다. 또 2002년에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 ‘단계별
고용지원사업(Progress to Work)’을 신설했다. 이 특수집단을 위한 고용
서비스는 대부분 취약계층과 친화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던 지역의 비영
리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과 쉼터에 위탁되었다.
제2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의 더 중요한 변화는 전달체계의 통합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영국정부는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장애인을 위한 ‘근로복귀대책(Pathways to
Work)’도 그 예이다. 2002년 노동당 내각은 근로복귀대책 녹서(Green
Paper Pathways to Work)를 발표하고,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장애인 고용서비스들을 체계화했다(DWP, 2002). 근로복귀대책은
이전까지 노동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장애인들도 잡센터플러스의
구직상담 참여를 조건으로 사회부조를 받을 수 있게 했고, 그 이후에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선
택패키지(choices package)로 불리는 이 개별프로그램은 구직, 인턴십, 직
업훈련, 재활 등 매우 다양했는데, 선택패키지는 특성에 따라 900여 개의
영리․비영리단체가 위탁 운영했다.
일반실업자를 위한 고용서비스도 비슷한 통합의 길을 걸었다. 2009년
10월, 기존의 청년 뉴딜, 25세 이상 장년 뉴딜, 그리고 고용촉진지역사업
이 ‘유연 뉴딜(Flexible New Deal)’로 일원화된 것이다(DWP, 2009a). 장
기실업 해소를 목표로 했던 뉴딜은 2000년에는 18～24세 청년 뉴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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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60%가 취업에 성공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취업성공률이 30～40%대로 하락했고, 무엇보다도 뉴딜을 통
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40%가 6개월 이내에 다시 구직자수당을 신청
하는 등 고용유지율이 매우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노동당은 뉴
딜이 10년 동안 시행되면서 굳어진 관행을 유연화하고, 고용유지가 어려
운 한계계층에게 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유연 뉴딜
을 도입한 것이다(Mulheirn and Menne, 2008). 유연 뉴딜은 기존 뉴딜의
전통적인 정부주도 집행방식을 버리고 고용촉진지역사업처럼 전면적인
민간위탁을 표방한 사업으로, 잡센터플러스의 초기 진입상담을 제외한
모든 고용서비스 단계를 민간부문에 위탁했다. 노동당은 유연 뉴딜을 영
국 14개 지역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2010월 5월
보수당이 제1당으로 등극하면서 도입 1년이 지난 2010년 10월에 전면 폐
지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유연 뉴딜을 비롯한 제2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의 다음 두 가
지 특성은 워크프로그램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첫째는 성과기반 지원체
계(outcome-based payment system)이다. 초기 뉴딜에서 민간단체는 정
액보조금을 받고 주어진 틀 안에서 직업훈련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
다. 그러나 하락하는 뉴딜의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당은 2002년
부터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했다. 정부는 민간단체와 계약할 때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착수금 명목으로 지원금의 20%만 지급한 후, 사업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했을 때 나머지 80%를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결과중심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금 후불제를 통
해 고용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위탁사업에 재정이 소모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둘째 특징은 ‘정부 → 주요계약기관(prime contractors) → 하청계약기관
(subcontractors)’으로 이어지는 이중계약 공급사슬(supply chains)이다
(DWP, 2009b). 기존의 청년 뉴딜, 25세 이상 장년 뉴딜, 고용촉진지역사
업이 통합되면서 각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1,000여 개의 민간단
체들이 유연 뉴딜과 연계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민간단체와 직속으
로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다. 지역의 위탁기관들을 중앙정부가 모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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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행정적 소진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용연금부
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넓은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리․비
영리단체를 주요계약기관으로 선정해 직접계약을 맺었다. 이후 주요계약
기관들은 자신이 제공할 수 없는 특정 서비스나 전체 서비스를 대신 제공
해줄 수 있는 지역의 민간단체들을 하청계약기관으로 섭외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었다. 위와 같은 고용연금부 → (수십 개의) 주요계약기관 → (수
백 개의) 하청계약기관으로 구성된 이중계약 공급사슬은 다음의 워크프
로그램 전달체계에까지 확대․계승된다.
다. 제3기(2011년~현재) : 워크프로그램의 도입과 확장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가 2011년에 도입한 워크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노동당 정부가 실시해 왔던 뉴딜과 낙후지역의 고용촉진지역사업, 장애
인을 위한 근로복귀대책과 유연 뉴딜,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한 원스톱 고용서비스이다. 따라서 워크프로그램의 전달체계에는 그
동안 실험되었던 민간위탁 고용서비스의 특징이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첫째, 워크프로그램에서는 유연 뉴딜에서 실험되었던 이중계약 공급사
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캐머런 내각은 정부의 표준화된 행정체계
보다 민간단체가 고용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경영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전국을 18개 권역(Compact Package Area : CPA)으로 나누고 각 권역마
다 정부 대신 워크프로그램을 관리할 2～3개의 주요계약기관을 모집했다.
주요계약기관 신청자격은 ① 해당 권역의 워크프로그램을 관할할 수 있
을 만큼 일정 수준의 재정규모(연 최소 2천만 파운드의 자금회전율)를 가
진 기관, ②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기관에게 주어졌다(DWP, 2010). 이 조건을 충족한 영리·비영리단체들은
모두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18개 민간단체가 주요계
약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어 고용연금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워크프로그램
에서 해당 권역의 잡센터플러스들은 실업자에게 기초면담만 하고, 이들
을 주요계약기관에 넘기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워크프로그램이 제2기 고
용서비스와 다른 점은 유형별 하위프로그램이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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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는 일반실업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민자, 알코올 중독자 등 집단
별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분리되어 있고, 각 하부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
영하는 민간단체들도 특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워크프로그램에서는 전달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어 잡센터플러스가 모든 유형의 실업자들을 주요계
약기관에 보내면, 주요계약기관이 실업자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파악하
고 이에 맞는 재활, 심리치료, 자원봉사, 직업훈련, 구직서비스를 연계하
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잡센터플러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드테이프(red
tape)를 줄이고, 각 실업자에게 적합한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전략이었다.
워크프로그램 전달체계에서 주요계약기관은 실업자에게 서비스를 직
접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로 실업자를 관리․배치하는 역할을 맡고, 실제
서비스 제공은 하청계약기관들이 담당한다. 하청계약기관은 실업자에게
상담, 직업훈련, 취업, 사후관리까지 고용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는 1차 하
청계약기관(first-tier subcontractors)과 재활 및 심리치료와 같이 특정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2차 하청계약기관(second tier contractors)
으로 구분된다. 하청계약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사업, 재활, 심리상담,
현장훈련, 직업소개 등을 담당해 왔던 소규모 비영리단체, 영리기업, 공공
기관들로서, 2011/12년 사업에는 총 1,099개 단체가 18개 주요계약기관과
계약을 맺고 하청계약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캐머런 정부는 하청계약
을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소외되기 쉬운 풀뿌리 민간단체들이 공공
서비스 전달자로 참여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까지 촘촘한 협력 네트
워크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둘째, 워크프로그램은 과거 장애인 뉴딜 혁신계획이나 고용촉진지역사
업에서처럼 서비스 내용과 전달방식에 있어 민간부문의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일반 뉴딜에서 민간위탁사업은 고용연금부가 제시하는
지침 아래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모형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워크프로
그램은 주요계약기관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단체의 경험,
지식, 신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재정을 지원하고 일정한 정책성과를 요구하지만, 서비스 전
달과정과 방식에 대해서는 자율성에 맡긴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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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과 출력은 있지만 산출과정은 알 수 없는 블랙박스에 빗대어 ‘블랙박
스위탁원칙(black box commissioning approach)’으로 불린다(DWP, 2011a:
9).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는 블랙박스위탁원칙을 통해 정부의 개입이
민간부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민관협력의 역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
했다.
셋째, 워크프로그램의 마지막 특징은 유연 뉴딜에서 실험되었던 성과
기반 지원체계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캐머런 정부는 사업과정에
대한 개입보다 사업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민간단체를
관리하는 방법을 택했다. 특히 워크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사회부조로 회
귀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주요 계약기관에 대한 정
부지원도 고용유지기간에 따라 달라졌다. 상술하면, 주요계약기관이 25～
49세 일반실업자 1인에게 서비스를 제공ㆍ연계해 주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4,395파운드이며, 장애인과 같이 취업이 쉽지 않은 취약계
층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는 최대 13,720파운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DWP, 2011a: 7). 그러나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원금
은 한 번에 주지 않고 취업 여부와 고용유지 정도에 따라 분할지급된다.
[그림 2-1] 워크프로그램의 성과기반 지원체계

자료 : DWP(2011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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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5～49세 일반실업자를 위탁할 경우, 정부는 주요계약기관에 착
수금(start fee)으로 400파운드를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을 하면 1200파운
드의 취업성공금(job outcome payment)을 후불로 지급한다. 그러나 취업
후에 취업성공금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26주 동안 고용을 유
지해야만 이를 받을 수 있다. 워크프로그램 지불체계의 특징은 고용유지
금(sustainment payment)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림 2-1]에서처럼 정
부는 사업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후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에 따라
주요계약기관에게 고용유지금을 4주마다 215파운드씩 총 52주(13구간)
동안 분할지급을 한다. 이때 고용유지란,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상태
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유지금은 4주마다 지급되기 때문에 참여자가
4주 이상 지속되는 여러 일자리를 꾸준히 갖게 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요계약기관은 참여자가 시장노동을 계속하도록
사후관리 서비스(in-work support)를 제공해야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과기반 지원체계는 주요계약기관이 단순히 참여자에게
일회적인 구직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고용유지와 재취업
에 집중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었다.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는 지원금
분할지급을 통해 사업성과에 대한 보장 없이 위탁기관에 모든 지원금을
선불로 지원했다가 얼마 후 참여자가 다시 실업부조 대상자로 돌아와 국
가재정이 낭비되는 위험을 막고자 했다.
이처럼 워크프로그램은 1,000여 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한 촘촘한 공급
망을 구축해 지역사회 풀뿌리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한계
계층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블랙박스위탁원칙으로
위탁기관의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결과중심 지원방식을 통해 사업
의 비용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했다. 그렇다면 보
수당-자민당 연립정부가 추구했던 이러한 목표들은 얼마나 실현되었을
까? 워크프로그램의 집행과정을 시장, 제3섹터, 서비스 대상자, 그리고 정
부의 차원에서 평가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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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워크프로그램의 민관협력 방식에 대한 비판
가. 주요계약기관의 영리기관 편중
첫째로 포착되는 워크프로그램의 특징은 전달체계의 시장화이다. 보수
당-자민당 연립정부는 ‘큰 사회’ 기획을 통해 영리기업만이 아니라 비영
리단체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영리기업이 경영 효율
성에서 뛰어날 수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비영리단체가 공공서비
스의 제공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수당 크리
스 화이트(Chris White) 의원이 법안을 제출하고 2012년 3월 제정된「공공
서비스사회적가치법(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은 공공서비스
에서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과대시장화(supermarketisation)를
제한하는 것을 정부의 민간위탁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용연금
부는 워크프로그램의 주요계약기관 선정을 위해 작성한 경쟁입찰 초청공
문(Invitation to Tender)에서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30%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으며(DWP, 2010: 16～17), 보수당 프랜시스
모드(Francis Maude) 내무부 장관도 위탁계약의 35～40%를 비영리단체
가 점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House of Commons, 2011).
그러나 주요계약기관 입찰경쟁은 영리기업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주요계약기관 입찰신청자격이 재정규모가 연 2천만 파운드를 넘는 민간
단체에만 주어졌기 때문에, 기부와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영세한 비영리
단체들은 신청서조차 제출할 수 없었다. 그나마 비교적 규모가 큰 비영리
단체들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들도 고용컨설팅 영리회사들과의 경쟁
에서 밀려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고용관련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
한 기준(ERSSP Framework)」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주요계약기
관을 선정할 때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는 기관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DWP, 2011c). 따라서 입찰을 따내기 위해 운영비용을 최대한 낮게 제
시했던 Ingeus, A4e, Maximus와 같은 다국적 근로연계복지 거대기업
(welfare-to-work giants)들이 주요계약기관으로 대거 선정된 반면, 서비
스 질의 보장과 한계계층에 대한 특수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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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정지원을 요구했던 The Wise Group, Shaw Trust, BTCV와 같은
비영리단체들은 입찰에서 탈락했다.
워크프로그램의 입찰경쟁 결과는 <표 2-8>에 정리되어 있다. 주요계
약기관으로 선정된 18개 민간단체 중 비영리단체 2개와 학교법인 1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가 영리기업이었다. 계약 건수로 보면, 영국 전체 18
개 권역에서 40건의 주요계약기관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중 35건
(87.5%)이 시장의 영리기업에게 돌아갔다. 특히 한국에서도 민간위탁 고용
서비스를 진행하는 Ingeus는 7개 권역에서 주요계약기관으로 선정되어 영
국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고용서비스 위탁업체로 부상했다. 이에 비해
비영리단체는 40건의 위탁계역에서 겨우 3건(7.5%)을 점유했을 뿐이다.
<표 2-8> 워크프로그램 주요계약기관 현황

섹터

계약
건수

기관명

비영리 Rehab Group
단체 CDG

영리
기업

2

5

1

2.5

Ingeus Deloitte

7

17.5

A4e

5

12.5

Working Links

3

7.5

Seetec

3

7.5

Avanta

3

7.5

G4S

3

7.5

Maximus

2

5

Serco

2

5

ESG

1

2.5

BEST

1

2.5

JHP Group

1

2..5

Reed in Partnership

1

2.5

Pertemps

1

2.5

Prospects

1

2.5

1

2.5

Fourstar
공공
기관
전체

점유율
(%)

Newcastle
Group

College

계약건수

2

2

3

3

2

2

3

2

2

자료 : Rocket Science(2011)과 CESI(2011)로부터 재구성.

2

2

2

2

3

2

2

2

2

2

5

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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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영리단체의 주변화
반면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들은 전달체계에서 주변부로 밀려났다. 캐머
런 정부는 수백 개의 비영리단체가 워크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를 ‘큰 사회’의 실재라고 자평했다(DWP, 2011b). 그러나 사
실상 워크프로그램 공급사슬에 참여한 510개 비영리단체 중 2개의 주요
계약기관을 제외한 508개 단체는 하청계약기관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표 2-9>에서처럼 전체 1,099개 하청계약기관 수의 46.2%를 비영리단체
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칠게 말하자면 ‘고용연금부 → 주요계
약기관 → 하청계약기관’으로 이어지는 이중계약 공급사슬은 사실상 ‘정부
→ 시장기업 → 비영리단체’의 위계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표 2-9> 워크프로그램 이중계약 전달체계에서 영리․비영리단체 수

주요계약기관
(Prime Contractors)

비율
(%)

비영리
단체

2

11.1

영리기업

15

83.3

공공기관

1

5.6

전 체

18

100

1차 하청계약기관
(First-Tier
Subcontractors)

2차 하청계약기관
(Second-Tier
Subcontractors)

비영리
단체

196

영리기업

전 체

비율
(%)

312

508

46.2

189

227

416

37.9

공공기관

80

95

175

15.9

전 체

465

634

1,099

100

자료 : CESI(2011), 워크프로그램 계약현황 데이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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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워크프로그램 주요계약기관 영리․비영리단체 하청계약 점유율
주요계약기관
A4e
Avanta
BEST
CDG
ESG
Fourstar
G4S
Ingeus Deloitte
JHP Group
Maximus
Newcastle College Group
Pertemps
Prospects
Reed in Partnership
Rehab Group
Seetec
Serco
Working Links
전체
계약건수

직접제공
54.6
49.7
70.0
43.7
0.0
85.5
0.0
51.2
21.9
41.5
0.0
69.0
31.0
62.7
0.7
61.5
0.0
56.9
43.1
265,951

비영리위탁
15.8
19.7
0.0
22.0
0.0
11.9
37.1
16.9
34.6
43.4
13.8
8.0
56.5
9.1
25.9
9.5
31.3
6.3
18.3
112,979

공공위탁
10.0
13.3
15.0
4.2
21.0
0.0
14.0
2.5
9.5
3.3
30.0
12.0
6.0
5.7
6.5
0.3
8.3
14.6
8.5
52,538

영리위탁
19.6
17.4
15.0
30.1
79.0
2.6
48.9
29.4
34.0
11.8
56.2
11.0
6.5
22.6
67.0
28.7
60.3
22.2
30.0
185,316

자료 : CESI(2011), 워크프로그램 계약현황 데이터.

물론 비영리기관이 주요계약기관으로 선정되어야만 바람직한 파트너
십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영리기업과 비영
리단체는 교류가 부진한 편이다. 반면 워크프로그램은 정부-시장-비영리
단체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워크프로그램의 공급사슬은
보편성을 지닌 정부가 서비스의 창구기능을 하고, 속성상 교환과 유통에
능한 시장이 중간매개자의 역할을 하며, 취약계층에 친화적인 비영리단
체가 일선행정기관에 포진해 있는 구조다. 정부 → 시장 → 비영리단체의
배치는 정부가 서비스의 보편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공공행정의 경직성을
시장경영의 효율성으로 보완하고, 다시 시장이 포용하기 어려운 한계계
층을 제3섹터 풀뿌리 조직들이 담당함으로써, 각 섹터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상적 거버넌스로 발전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워크프로그램의 공급구조에서 협력의 이익을 얻기에는 비

44

고용-복지 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영리기관이 전달체계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입지가 매우 좁다. 기관 수
로 보면 비영리단체는 하청계약기관의 46.2%나 차지하고 있지만, <표 2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계약 건수로 보면 전체 서비스 하청계약
의 18.3%만이 비영리단체에 위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워크프로그램 내에
서 연간 총 616,784건의 서비스 위탁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중 112,979건
만이 비영리 하청계약기관에게 이양되고 있다(CESI, 2011).
비영리 하청계약기관의 수에 비해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이 턱
없이 적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많은 주요계약기관들이 비
영리단체를 ‘입찰캔디(bid candy)’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NCVO, 2011:
3). 앞서 설명했듯, 정부는 주요계약기관을 선정할 때 지역사회단체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 여부를 핵심요건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영리기
업들은 정부에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실질적 연계가 전혀 없는 지역의
비영리기관들을 하청계약기관 목록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
에 비영리단체의 참여가 과다 집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11년 9
월 영국 비영리단체장협회(ACEVO, 2011: 2)가 155개 비영리 하청계약기
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요계약기관의 하청계약기관 보고
가 잘못되었다고 응답한 기관이 53개에 달했다. 주요계약기관과 공식적
하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거나, 심지어 하청계약기관에 포함된지도 모
르고 있었던 단체도 21개에 이르렀다.
둘째, 하청계약기관에 대한 부족한 재정지원도 비영리단체가 주변화된
원인이다. 앞서 말했듯, 영리기업들은 주요계약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입찰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전국비영리단체위원회(NCVO, 2011: 4)
의 조사에 따르면, 영리회사 중에는 고용연금부가 정한 최대 지원액의
50%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시한 기업도 있었다. 가격인하로 주요계약기관
이 된 영리기업은 하청계약기관들에게도 비용절감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요계약기관은 하청기관 선정, 하청기관 지원금 책정, 대상자 위탁
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하청비용을 제시한 단체에
임의로 더 많은 서비스 대상자를 위탁하곤 했다. 일례로, 런던의 한 주요
계약기관은 1차 하청계약기관이 25세 이상 실업자에게 고용서비스 전반
을 제공하는 대가로 약 2,000파운드(착수금 : 150파운드, 취업성공금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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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 고용유지금: 4주마다 110파운드)만을 지원했다(NCVO, 2011: 5〜6).
[그림 2-1]에서 보았듯이, 이는 주요계약기관이 정부에서 받는 4,395파운
드의 50%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실 있는 서비스를 위해
적절한 위탁비용을 요구한 비영리기관들은 서비스 대상자를 위탁받지 못
하거나, 수지가 맞지 않아 스스로 하청계약을 철회해야 했다. 그 결과 워
크프로그램 전체 서비스의 72%(영리 주요계약기관 직접제공 42%+영리
하청계약기관 위탁 30%)가 영리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반면, 비영리기관
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비율은 19.4%(비영리 주요계약기관의 직접제공
1.1%+비영리 하청계약기관 위탁 18.3%)에 불과했다.
다. 취약계층의 누락현상
비영리단체의 주변화는 취약계층을 워크프로그램에서 소외시키는 결
과를 낳았다. 보통 비영리단체는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한 서비스 전달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비영리단체가 맡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로 워크프로그램 이전에는 장애인, 이주민,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한계계층과 일반실업자를 위한 고용서비스가 분리
되어 있었고, 한계계층을 위한 서비스는 주로 정부와 직접 계약을 맺은
비영리단체들이 제공했다. 그러나 집단별 서비스 전달체계가 단일화되면
서, 잡센터플러스 대신 주요계약기관이 실질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분
류하는 1차 관문이 되었다. 비영리단체들에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위탁하는 기관이 정부가 아니라 주요계약기관이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요계약기관들이 실업자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성과
를 빨리 낼 수 있는 건강하고 젊은 일반실업자에게 서비스를 집중하는 크
리밍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요계약기관이
성과기반 지원체계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심화된 현상이다. 물론
앞서 설명했듯이, 중증장애인이나 알코올 중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반지원금(4,395파운드)보다 약 3배 넘는 지원금(13,720파운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이 취업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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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특수서비스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을 유
발한다.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 시 주요계약기관이 받는 초기 착수금(600
파운드)은 일반실업자 착수금(400파운드)보다 단지 200파운드가 많을 뿐
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요계약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전체 취
업률과 고용유지율이지, 어떤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가 아니다.
따라서 주요계약기관이 골치 아픈 중증장애인, 노숙인, 알코올 중독자들
을 처음부터 고용서비스의 실질적인 지원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파킹 현
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영국의 한 영리 주요계약기관 대표는 이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100명의 소비자가 정부에서 위탁되었다면, 100명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중 가능성 있는 50명만 취업하도록 도우면 됩
니다. 나머지 50명은 부차적으로 다루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어떻게든 상위
50%를 취업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정부는 나머지 50%는 상관 안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이 아닌 성과계약(outcome contract)
의 특징입니다.” (The Guardian, 28/02/2012)

취약계층이 주요계약기관 단계에서부터 누락되면, 비영리 하청계약기
관들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주로 특수집단의 재활과 치료를 목표로 하는 2차 하청계약기관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차단시켰다. 런던비영리서비스위원회(LVSC,
2011: 5)에 따르면, 런던 지역 25개 2차 하청계약기관 중 23개가 워크프로
그램 도입 이후 6개월 동안 1명도 서비스 대상자를 위탁받지 못했다. 전
국 비영리단체장협회(ACEVO, 2011: 3)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기관 중
약 49.5%의 비영리 (1․2차) 하청계약기관이 워크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서비스 대상자를 위탁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계계층과 비영리단체가 시장에 의해 매개되는 하청구조에서 비영리단체
가 공공서비스의 일선행위자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
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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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부 조정기능의 실패
더욱 우려할 만한 점은 전달체계의 과대시장화와 비영리단체의 주변화의
폐단을 제어할 수 있는 정부의 조정기능이 부실하다는 사실이다. Bruttel
(2005)이 제시한 통제메커니즘, 정보메커니즘, 인센티브메커니즘을 기준
으로 정부의 조정기능을 살펴보면, 영국정부가 워크프로그램 전달체계를
규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는 인센티브메커니즘이 유일하다.
첫째, 정부는 워크프로그램의 통제메커니즘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않
고 있다. 워크프로그램의 이중계약 공급사슬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관계
만큼 민간과 민간, 즉 주요계약기관과 하청계약기관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러나 주요계약기관과 하청계약기관이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주요계약기관이 하청계약기관을 허위기재하거
나 대상자 위탁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주요계약기관
은 성과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후불로 받기 때문에 자금부족과 성과에 대
한 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압박은 고스란히 하청계약기관
의 몫이 되곤 한다. 주요계약기관이 재정부족을 이유로 하청계약기관에
지원금 지급을 미루거나 연체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한 크리스 그레일링(Chris Grayling) 고용연금부 장관은
“만약 힘 센 녀석[주요계약기관]이 작은 녀석[하청계약기관]을 못살게 굴
면, 정부가 힘 센 녀석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로 정부가 통제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시사했다(Social Enterprise Live, 04/02/2011).
실제로 주요계약기관과 하청계약기관의 갈등, 허위계약, 지원금 체불
같은 문제들이 속출하자, 고용연금부는 주요계약기관의 권력남용을 막고
하청계약기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메를린 스탠더드(Merlin Standard)’
라고 불리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DWP, 2011d). 이는 유연 뉴딜에서부
터 실험된 분쟁조정 장치를 캐머런 내각이 확대ㆍ도입한 것이다. 메를린
스탠더드는 하청계약기관들이 주요계약기관과 계약할 때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도록 돕거나, 하청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계약기관이 하청계약
기관에게 주어야 할 지원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조율하고, 지원금
연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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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계약기관은 노동연금부 행동강령(DWP Code of Conducts)에 따라 하
청계약기관과 투명한 계약을 맺도록 하고, 갈등이 일어나거나 책임소재
가 불분명할 때 메를린 스탠더드를 통해 조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메를린 스탠더드에 대한 정부의 강제력이 부족해 이 조정장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메를린 스탠더드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EMQC라는 전문적인 기준평가회사(standard assessment company)
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민간부문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까지 민간기업
에 아웃소싱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
로 해당 하청계약기관이 직접 문제를 제기할 때만 EMQC가 분쟁에 개입
하도록 하고 있다. 즉 메를린 스탠더드를 통한 분쟁조정은 자진신고를 통
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하청구조에서 하급기관이 상부기
관을 신고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 많은 하청계약기관들이 주요계약기관
과 관계가 틀어질 것을 우려해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꺼려하고 있다(NCVO, 2011: 8).
선험적으로 판단해 볼 때 통제메커니즘을 민간기업에 의존할 경우 메
를린 스탠더드의 권위를 격하시킬 수 있다. 메를린 스탠더드를 통한 분쟁
조정은 자진신고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점 또한 통제메커니
즘의 효력을 탈각시킬 수 있다. 거버넌스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정기
능에서까지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한 일과 통제가 자진신고에 의해서만
발동될 수 있게 한 점은, 정부가 통제의 필요성은 인식했지만 실질적으로
는 통제를 방기한 것으로서 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정부
조정기능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정보메커니즘도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워크프로그램이 정부개입
의 최소화와 민간부문의 재량권 확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
랙박스위탁원칙이 정부가 위탁기관에 상세한 지침을 주었던 뉴딜에 비해
서비스 내용과 전달방식의 다양성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의견이 존재한다(박찬용․남영기, 2011: 85). 그러나 블랙박스위탁
원칙은 정부를 워크프로그램의 집행과정에 어둡게 만들었다. 재정과 대
상자 관리가 주요계약기관에 이양되면서, 전달체계 내에서 재정의 흐름
과 대상자의 위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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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비영리단체장협회(ACEVO, 2011: 3)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영리 하청
계약기관 중 약 37%가 정식 가격협정 없이 주요계약기관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지원금을 받고 있고, 상당수의 하청계약기관이 지원금 연체에 시
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사건이 어떤 권역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
확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 대상자 위탁에 관한 정보도 마찬가지
다. 주요계약기관들이 취약계층을 서비스에서 누락시키고 있지만, 그 규
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잉글랜드 자원봉사협회(Volunteering England,
2011a)에 따르면, 주요계약기관들이 자신이 관리하기 싫은 중증장애인이
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인근 자원봉사센터(volunteers centre)에 암암리에
떠넘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자원봉사센터와 정식으로 하
청계약을 맺은 주요계약기관은 Ingeus 정도뿐이고, A4E, Maximus, Avanta,
G4S를 포함한 대다수의 기관은 정식 계약 없이 사람들을 자원봉사센터
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식적인 경로로 실업자들을 떠맡은
자원봉사센터는 사회성을 기르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이들
을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다. 그러나 주요계약기관은 자
원봉사센터에 어떠한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잉글랜드 자원
봉사협회는 정부에 주요계약기관의 계약체결 상황과 대상자 위탁과정 및
규모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Volunteering England,
2011b). 그러나 부실한 정보메커니즘으로 인해 이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영국정부는 인센티브메커니즘을 통해 워크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지만, 현재의 인센티브메커니즘이 공공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있
는지에 대해 의문이 존재한다. 캐머런 내각은 민간단체의 서비스 집행과
정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대신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에 따라 지원금을 차
등지급하는 성과관리형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지금처럼
잡센터플러스가 실업자들을 자기 권역의 주요계약기관들에 무작위로 위
탁하는 방식(random referral)을 버리고, 성과가 좋은 기관에 더 많은 실
업자를 위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원금과 대상자의 차등분
배는 민간단체가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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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에만 의존하는 인센
티브 부여는 취약계층의 소외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공공서비스가 시
장의 서비스와 다른 점은 효율성만이 아니라 형평성을 주요가치로 삼는
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과를 산정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친화성도 중요한
성과기준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 워크프로그램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직 워크프로그램의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이 공식
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한층 강화된 인센티브 덕분에 기존의 뉴딜보
다 더 높은 취업률을 기록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공공서비
스의 사각지대로 배제시킨 상태에서 획득한 양적 성과여서 절반의 성공
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제3절 영국 워크프로그램의 시사점

캐머런 정부는 워크프로그램의 이중계약 공급사슬을 통해 정부-시장제3섹터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섹터 간 협력의 이익을 살리고자
했다. 그러나 주요계약업체를 선정할 때에 각자 고유한 강점을 지닌 시장
과 제3섹터를 가격경쟁이라는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함으로써, 비영리단
체들이 영리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하청
계약기관이 된 비영리단체는 정부의 직접지원이 끊긴 가운데 주요계약기
관의 허위계약, 대상자의 위탁보류, 지원금 연체 등으로 심각한 재정위기
를 겪고 있다. 민관협력에 참여한 상태에서도 비영리단체들은 재정 불충
분성이라는 ‘자발성의 실패’를 계속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전달체계 내에서 조성국가(enabling state)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보다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자율권을 보호한다는 원칙 아
래 정부의 규제기능을 축소하고, 사업집행을 주요계약기관의 재량에 맡
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용하는 조정장치는 성과기반 인센티브 메
커니즘이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현재 워크프로그램의 성과평가기준은
서비스의 효율성에 치중해 있고 형평성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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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가장 절실한 한계계층이 공공서비스에서 누락되는 파킹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워크프로그램은 향후 영국과 유
럽의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롤모델이 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나 희망리본프로젝트와 같은 한국의 고용서비
스도 워크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영리기업과 비영리단체의 혼합경쟁, 성과
중심 지원금 지불방식을 실험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기관의 재량권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사
업의 희망리본프로젝트와 일반실업자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전달체
계 통합, 입찰가격경쟁을 통한 사업수행기관 선정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
는 상황이다(이병희 외, 2009; 류기락, 2012). 그러나 워크프로그램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민관협력 고용서비
스 전달체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영리기업과 비영리단체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집단 유형별
로 사업을 분리하거나 위탁기관을 특화시키는 편이 전달체계의 완전한
통합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영리기업과 비영리단체는 단일한 차원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보통 영리기업은 시장고용이 목표인 일반
청년실업자에게, 비영리단체는 한부모가정, 노약자, 장애인처럼 특수계층
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영
리회사와 사회연대를 중시하는 비영리단체는 추구하는 가치도 서로 다르
다. 각 섹터의 강점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사업에 영리·비영리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입찰가격과 같은 단일한 기준으로 이들을 평가한다면,
두 섹터 중 하나는 경쟁에서 밀려 주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영리
회사와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대상을 구분하거나, 고용서비스를 통합하
더라도 사업내용을 차별화함으로써 각 섹터의 장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과관리형 지원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평가기준에 형평성을 균
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형 제도는 정책의 비용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에서 대대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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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워크프로그램처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전달체계는 비
용 대비 효과가 낮은 한계계층을 소외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는 취약
계층의 복지를 주요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
이다. 따라서 사업성과를 정의하는 데 있어 한계계층에 대한 친화성을 포
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라도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은 필수적이다. 민관협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바로 정부개입
으로 인해 민간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점이다(Wolch, 1990). 한국의
민관협력 공공서비스에서도 정부의 통제에 의한 민간부문의 독립성 침해
가 주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블랙박스위탁원칙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량권은 민간단체에게 양날의 칼이다. 전달체계 내의 문제들을
규율하는 정부의 통제와 감독기능이 부재한 상태에서 확대된 자율권은
결과적으로 민간단체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사
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민간단체가 무조건적으로 정부 규
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수범사례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저해되는
정부 규제를 개선하고 그러한 한에서 자율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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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 사회서비스 소비과정 분석의 틀과 자료

1. 사회서비스 소비과정 5단계
본장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소비과정을 고찰하며 사회서
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서
비스 소비과정은 크게 다음 5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때 각 단계마다
전달체계 개선에서 쟁점으로 제기되는 점들이 다르다.
1단계는 욕구인식의 단계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필요를, 아동양육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할 필요를, 실업자
나 직장인이 직업훈련이나 구직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를 인식하는 단계
[그림 3-1] 서비스 소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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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주요이슈는 환자, 아동양육자, 실업자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수
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충분한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2단계는 정보수집의 단계이다. 욕구를 인식한 서비스 수요자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보육, 고용, 체육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한다. 이 단계에서 핵심논제는 서비스 수요자가 얼마나 정확하고 풍부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단계는 선택의 단계이다. 서비스 수요자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
으로 서비스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다. 선택단계에는 수요자
의 경제적 여건, 물리적 거리, 달성하려는 목적, 시간의 여유, 서비스의 내
용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 단계의 주요이슈는 수요자가 서
비스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
비스 수요자가 얼마나 현실적 제약을 덜 받으면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
는지 여부이다.
4단계는 이용의 단계다. 즉 환자, 아동 양육자, 구직자 같은 서비스 수
요자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사항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마지막 5단계는 재탐색과 재이용의 단계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동일한
욕구가 다시 발생했을 때 기존에 이용했던 기관과 프로그램을 다시 이용
하거나, 기존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다면 다른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정보를 재탐색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한다고 했을
때, 서비스 이용자가 위와 같은 일련의 단계를 거쳐 서비스를 소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달체계 개선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의 서비스 수요자 관점의 연구들을 보면 위의 분석틀에서 감
안하고 있는 모든 단계를 포괄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연
구들, 특히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자 하는 논의들은 주로 서비스 소비과정 5단계에서 후반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우처 도입,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확대,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는
개선방안이다. 즉 바우처는 ‘선택단계’에서 수요자의 선택권을 높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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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이며, 서비스 이용자의 발언권 확대는 ‘이용단계’에서 이용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서비스 소비욕구가 발생하고 서
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나,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에
이르는 단계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욕구인식, 정
보수집, 선택, 이용에 이르는 서비스 수요자의 소비과정을 아우르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분석자료
서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과 실태에 대한 자료로는 사회복지관
련 통계조사를 이용했다. 먼저 사회(복지)서비스 일반에 대한 통계자료는 서
울대학교 사회정책연구그룹에서 수행한「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를
이용했다.「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유효표본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조사이다. 이 조사는 2년 주기로 수
행되고 있으며,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07명의 응답자를 조사한 2차(2008년)
와 1,209명을 조사한 3차(2010년) 통계자료를 이용했다.
보육서비스에 관한 통계자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추진되는「전
국보육실태조사」를 이용했다.「전국보육실태조사」는 2004년 12,000가구, 2009
년 15,583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된 추세조사이다. 이 조사는 보육․교육서
비스 이용실태와 수요자의 선호도, 육아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수요자
의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차(2009
년) 자료를 이용했다. 2차 조사는 전체 가구조사 대상 15,583가구 중 14,732
가구 조사가 최종 수집되어 94.5%의 조사완료율을 보였다. 직접적인 아
동 관련 설문을 위해서는 영유아가 있는 2,554가구에서 영유아 3,303명에
대해 조사했고, 초등학생 아동이 있는 2,347가구에서 초등학생 4,152명에
대해 조사해 총 4,901가구에서 7,455명 아동실태를 조사했다.
고용서비스에 대한 통계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주관하는「한국노동
패널조사」를 이용했다.「한국노동패널조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패
널표본구성원(5,000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수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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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조사이다. 이 조사는 가구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에 관해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표본구성원 총 11,734명이 참여한 11
차(2008년) 조사를 자료로 활용했다.
체육서비스에 대한 통계자료는「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를 이용
했다.「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는 국민의 사회체육활동 실태와 요
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년부터 2012년 10월 현재까지 총 10차
례 조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0차(2010년)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전국의 10
세 이상 9,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통계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
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한국의료패널」을 이용했다.「한
국의료패널」은 약 8,000가구를 표본가구로 추출하여 1년마다 한 차례씩
이루어지는 패널조사이다. 이 조사는 의료서비스 이용형태와 의료비 지
출규모에 관한 정보와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조사(2008년) 자료를 이용했다.
한 가지 첨언할 점은 본장에서 분석한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자료들은 본
연구를 위해 설계되고 수집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반적인 논의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
다는 점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좀 더 체계적
인 사회서비스 이용실태와 소비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2절 한국 사회서비스 소비과정의 단계별 실태 분석

1.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 “서비스의 보편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단계에서의 주요이슈는 ‘서비스의 보편화’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복지 정치가 폭발하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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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배경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사회서비스의 욕구인
식 단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문제점은 소비자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
구증가에 비해 욕구를 충족해줄 사회서비스 시설과 제도가 턱없이 부족
하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세부적인 이슈들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자.
가. 공공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증가
특히 주목할 점은 보육, 의료, 고용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장 핵심적
인 제공자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아
동양육과 부양, 치료와 건강관리, 취업과 훈련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아래 <표 3-1>에서처럼 2010년「사회
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 1,209명 중 50～80%가 사회
복지서비스의 1차적인 제공주체로 정부를 꼽을 만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표 3-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주체
(단위 : 명, %)
제공주체
국가(중앙/지방정부)
가족, 친지
직장
민간영리기관
민간비영리기관
전체
제공주체
국가(중앙/지방정부)
가족, 친지
직장
민간영리기관
민간비영리기관
전체

교육
877( 72.6)
259( 21.4)
25( 2.1)
21( 1.7)
27( 2.2)
1,209(100.0)
주거
719( 59.5)
404( 33.4)
40( 3.3)
34( 2.8)
12( 1.0)
1,209(100.0)

보건의료
981( 81.1)
122( 10.1)
34( 2.8)
37( 3.1)
35( 2.9)
1,209(100.0)
고용
834( 69.0)
62( 5.1)
231( 19.1)
66( 5.5)
16( 1.3)
1,209(100.0)

아동
598( 49.5)
457( 37.8)
38( 3.1)
50( 4.1)
66( 5.5)
1,209(100.0)
장애인
965( 79.8)
84( 7.0)
14( 1.2)
39( 3.2)
106( 8.8)
1,208(100.0)

노인
792( 65.6)
269( 22.2)
5( 0.4)
35( 2.9)
108( 8.9)
1,209(100.0)

자료 : 서울대 사회복지정책연구소(2010),「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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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와 같은 경우는 응답자의 압도적인 비율인 81.1%가 국
가가 서비스의 주요 전달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
과 노인처럼 육체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서도 1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아동과 주거서비스는 다른 영역에 비해 여전히 가족과 친지의 역할
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분야로 가족의 책임을 강조한 응답자의 비율이 각
각 37.8%와 33.4%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
나 아동과 주거서비스의 경우에도 국가를 최우선의 제공주체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각각 49.5%, 59.5%로 육아와 주거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
하는 응답자보다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응답
자가 고용서비스의 주요 전달자로 꼽은 행위자는 국가(69%), 직장(19.1%),
영리기업(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서비스 분야마다 다소 차이
가 있지만, 대체로 정부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만이 아니라 서비스 공급과 전달에 필요한 재원공
급에 있어서도 개인이나 시장처럼 민간을 통한 재원의 마련보다 세금을
통한 재원마련이 더 선호되고 있었다.「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38.1%가 국민 전체에게
세금을 걷어서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 사회서비스 재원을 마련해야 한
다고 답했다. 고소득층에게 소득세를 징수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
는 응답자도 33.6%에 이르렀다. 기업의 세금과 기부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20.1%),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료 징수를 통
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5.6%)이 그 뒤를 따랐다. 복지재정을 국
민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응답자의 비율(38.1%)과 고소득층
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응답자의 비율(33.6%)에 별 차이가 없
다는 점은, 복지재정 충당을 간접세와 소득세 중 어떤 세금으로 충당할지
가 치열한 논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의 71.7%
가 증세를 통해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체육서비스에서도 국가를 재원조달의 주체로 보는 입장은 마찬가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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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9,000명의 응답자 중 47.7%
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26.7%는 지방정부예산으로 사회체육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재정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즉 응답자의 74.4%가
재원마련에 있어 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들은 서비스 제공과 재정조달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3-2> 노인, 장애인, 아동 복지재원 마련 방법
빈도수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이용 요금
을 내서

백분율(%)

68

5.6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460

38.1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406

33.6

기업이 세금, 기부금 등을 내서

243

20.1

16

1.3

3

0.2

13

1.1

1,209

100.0

종교단체 등이 기부금 등을 내서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자료 : 서울대 사회복지정책연구소(2010),「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
[그림 3-2] 사회체육 발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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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미비
그러나 공공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기대에 비해 공공사회복지
서비스는 거의 미미한 편이다.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사
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뉜다. <표 3-3>은 2010년「사회정
책 욕구 및 인식조사」응답자의 사회보장제도 수혜 여부를 표시한 것이다.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중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가장 보
편화된 사회보장제도이다.「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회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속
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1,209명 중 67.9%로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여
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사회보험 도입 이후 의무가입 범위가
도시에서 농어촌까지, 근로자 300～500명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하 사업
장까지, 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오면서 사회보험의 실질적인 수혜범위가 어느 정도 보편화 단계에 접어
들었기 때문이다.
사회부조의 경우는「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응답자의 3.1%가 수
혜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회부조는 전체 국민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잔여
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3.1%라는 절대적 숫자로 보편화의 여부를
비교할 수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
년 전체 국민 중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는 전체 인구의 7.1%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절대빈곤층의 약 43% 정도가 사회부조의 해택을 받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표 3-3>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여부
(단위 : 명,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있음

821(67.9)

38( 3.1)

58( 4.8)

없음

388(32.1)

1,171(96.9)

1,151(95.2)

1,209

1,209

전체

1,209

자료 : 서울대 사회복지정책연구소(2010),「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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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주요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 여부
(단위 : 명, %)
지금 받고 있음
과거에 받아보았음
경험 없음
계
실제수급
지금 받고 있음
과거에 받아보았음
경험 없음
전체
실제수급
지금 받고 있음
과거에 받아보았음
경험 없음
전체
실제수급
지금 받고 있음
과거에 받아보았음
경험 없음
전체
실제수급
지금 받고 있음
과거에 받아보았음
경험 없음
전체
실제수급
지금 받고 있음
과거에 받아보았음
경험 없음
전체
실제수급

무료건강검진/예방주사
417(34.6)
232(19.2)
557(46.2)
1,207

무료진료
174(14.4)
127(10.5)
905(75.1)
1,207

간병서비스
3( 0.2)
2( 0.2)
1,202(99.6)
1,207

생업자금 대부

공공근로/자활

직업훈련비 보조

1( 0.1)
6( 0.5)
1,200(99.4)
1,207

7( 0.6)
15( 1.2)
1,185(98.2)
1,207

공공기관
무료직업훈련
1( 0.1)
20( 1.7)
1,186(98.2)
1,207

보육비 지원

급식비 지원

공공보육시설 이용

48( 4.0)
23( 1.9)
1,136(94.1)
1,207

23( 1.9)
17( 1.4)
1,167(96.7)
1,207

교육비 지원
29( 2.4)
41( 3.4)
1,137(94.2)
1,207

육아휴직 급여
1( 0.1)
11( 0.9)
1,194(99.0)
1,207

7( 0.6)
6( 0.5)
1,193(98.9)
1,207
123,405명
출산휴가 급여
7( 0.6)
15( 1.2)
1,185(98.2)
1,207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3( 0.2)
6( 0.5)
1,198(99.3)
1,207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수당 수급

1( 0.1)
2( 0.2)
1,204(99.8)
1,207

16( 1.4)
3( 0.2)
1,186(98.4)
1,207

전세자금 저리대부

공공임대주택거주

8( 0.7)
12( 1.0)
1,187(98.3)
1,207

30( 2.5)
9( 0.7)
1,168(96.8)
1,207

장애인이동도구/보
장구지원
1( 0.1)
5( 0.4)
1,200(99.5)
1,207
9,002명
경로연금/기초노령
연금
157(13.0)
2( 0.2)
1,048(86.8)
1,207
2,897,649명

2( 0.2)
14( 1.2)
1,191(98.6)
1,207

기타
20( 1.7)
0( 0)
1,187(98.3)
1,207

주 : ‘실제수급’은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 수급 관련 실제 통계치임. 백분율은 전체인
구 대비 비율임.
자료 : 서울대 사회복지정책연구소(2008),「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
보건복지가족부(2009),『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9),『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저소득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실적.
(2009),『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국공립보육시설 보육아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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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수혜비율과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서비스는 보
편화 수준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표 3-4>에서 1,207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를 보면, 국
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예 : 무료건강검진/예방주사, 무료
진료, 간병서비스), 고용서비스(예 : 생업자금대부, 공공근로/자활, 공공기
관 무료직업훈련, 직업훈련비 보조), 보육서비스(예 : 보육비, 급식비, 교육
비 지원, 공공보육시설 이용,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주거서비스(예 :
공공임대주택거주, 전세자금저리대출)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에 불과했다. 사회서비스 중 무료건강검진/예방주사
는 전체 응답자의 34.6%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해 서비스의 보편화 수
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료건강검진이 건강보험의 일환
으로 모든 소득계층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로연금/기초노령연
금의 이용경험자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13.0%로 셋째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을 고려해 70%에
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보편화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무료건강검진과 무료진료,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복지서비
스에서는 수혜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를 밑도는 사례도 많다. 이 외에
2010년「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체육활
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전체 9,000명의 응답자 중 2.3%뿐이었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전체 인구의 3～4%에게 적용되는 사회부조와
같이 매우 잔여적인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 공공사회서비스의 잔여적 성격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자 비율이 낮은 이유는 일차적으로 대
부분의 서비스가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처럼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하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인구에서 이러한 특수집단이 차지하는 비
율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현재 정부가 제공
하는 보육, 의료, 고용, 주거서비스의 대부분이 전체 인구보다 저소득층에
게 잔여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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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무료간병서비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의탁 독거노인, 장
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생업자금 융자서비스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어진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도
가구소득이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를 대상
으로 한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소득과 재산기준을 가
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3년 보육서비스 개편방향으로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
러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난항에 부딪혀 결국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무상보육 방안을 축소해 소득수준 상위 30% 가구를 보육
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있어
서 위와 같은 소득과 재산기준의 적용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화를 막
고 사회부조와 같이 서비스 제공이 잔여적 수준에 머무르게 한다.
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의 확충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증가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재 잔여적 수준으로 제공되는
공공사회복지서비스가 보다 넓은 대상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일일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증대와 대상확
대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양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적인 개선방향은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품질 제
고’와 ‘양적 확대’가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정해진 사회복지서비스 재원
을 가지고 서비스의 양과 질 중에 보다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을 선
택해야 한다면 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먼저일 수 있다.
실제로 서비스 이용자들이 공공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갖는 가장 대표
적인 불만사항은 국민의 복지욕구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이 현저
하게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제3차「사
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에서 공공복지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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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

급여/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공하
서비스의
지 않아서
양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중간적 급여/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게 제공되지
국가에서
성격
않아서
제공하는
급여/서비스의 질이 낮아서
사회복지
급여/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서비스의
혜택이
복잡해서
만족스럽지 질
급여/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
않은 이유
껴서
기타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빈도수

백분율
(%)

274

56.7

31

6.4

50

10.4

64

13.3

55

11.4

2

0.4

4
3
483

0.8
0.6
100.0

응답한 483명을 대상으로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6.7%가 국
가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불만사항으로 서비스의 낮은 품질을 지적한 응답자
는 전체의 13.3%였다. 정확히 서비스의 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번거로
운 절차, 수치심 유발 등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사안을 가장 큰 불만사항
으로 지적한 응답자는 전체의 25.1%였다. 반면 서비스 양의 부족,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족 등 서비스의 양을 불만으로 지적한 응답자는 전체의
63.1%로, 서비스 품질을 불만으로 지적한 응답자의 2배가 넘었다. 물론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결과는 서비스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급한 선결과제는 사회복지서비
스의 양적 확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2.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수집 : “정보의 보편화”
정보수집 단계에서의 주요이슈는 ‘정보의 보편화’로 요약된다. 사회복
지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공급량의 확대(시설확충이나
제도개선)만이 아니라, 수요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정보의 보편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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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확대방안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서비스 정보채널 확충

서비스 공급체계 확충

정보접근성 확대

시설 건립, 제도 확대

하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관의 신
설,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민관협력방식의 개선, 재정확충, 제도의
보편화 등 공급측면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거대하고 치밀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확립된다고 해도, 서비스 수요자가 사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보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다면, 수요자는 현존하는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없고 여전히 많은 수요자가 사각지대에 머물게 된다. 사
회서비스의 보편성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확대만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정보체계의 확충과 관련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비스 공급기
관의 증설을 통한 전달체계 확충이 하드웨어 측면의 사회서비스 보편성
확보방안이라면, 소비자가 이용하는 정보채널의 확충을 통한 정보접근성
의 향상은 소프트웨어 측면의 보편성 확대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정보유통과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사회서비스에 관한 논의에서 ‘접근성’이란, 보통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
자(기관)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접근성’
만큼 수요자가 얼마나 쉽게 사회서비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
느냐를 말하는 ‘정보접근성’도 서비스의 보편화에 중요한 관건이다. 아무
리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해도, 확충된 시설과 제도의 존재에
수요자가 무지하다면 결과적으로 서비스는 보편화될 수 없다. 따라서 사
회복지서비스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요자의 정보수집 단계에서 서
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확대시켜 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에서 ‘정보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협소한 차
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정보접근성의 확대방안은 장애인, 노령
자, 이민자처럼 테크놀러지나 언어에 취약한 계층이 겪는 정보격차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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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 컴퓨터나 언어교육을 제공하는 일 정도로 논의되어 왔다(이용
재․배화숙, 2008; 배경재․곽승진, 2006; 조주은․이성일․박성원, 2003).
그러나 특정한 취약계층만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이 아니다. 실제로는 일반인들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로부터 소
외되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 중의 하나인 사각지대 문제는
정보접근성 및 보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은 사회서비스 관련 논의
들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지만, 사각지대는 잔여적
제도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제도에 관한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도 발생한다. 따라서 사각지대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대상자
확대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서비스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수
요자가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일정부분 해
결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환인 자활사업은 ‘제도의 보편화’와 ‘정보의
보편화’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자 정보유통과 사각지대가 밀접한 관
련을 갖는 문제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처럼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만 생
계비를 보조해 왔던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1999년에 제정된 새로
운 사회부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으로 사회부조의 수급권이 근
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때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를 주요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이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심층면접 연구
(Kim, 2010)에 따르면, 면접에 참여한 14명의 자활참여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자활사업에 대해 들어본 경험
이 있거나, 근로능력자도 사회부조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
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먼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지인
의 소개로 자활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의
자활참여자들은 부양하고 있는 부모나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위한 노인
복지나 아동복지 혜택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혹은 일회적인 식료품 지
원이나 응급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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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았다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사업이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법적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저소
득층의 상당수가 여전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와 급여에 대해 무지
한 상태이고, 우연한 기회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과 비교했을 때 정보 유통력이 현저
히 떨어진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무가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 대상자가 사회보험의 내용과 존재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반면 사회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신청주의’를 원칙
으로 한다. 따라서 정책 대상자가 직접 주민자치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
지원센터 등 관련 행정기관을 찾아가 이용신청을 해야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수요자의 정보인지 여부가 서비
스 이용에 있어 관건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달체계 개선을 모색할 때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유통이 증진되는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즉 서비
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유용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만한 정보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
적으로 제공되는 전달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나.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의 유통 현황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통계자료들을 살펴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되는 대상자라도 사회서비스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보육서비스의 경우, 아동양육과 교육은 자녀를 둔 가구의 최대 관
심사이지만, 부모가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나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2009년 도입된 양육수당
은 현재까지 보육서비스 분야에서 매우 뜨거운 정책이슈이다. 그러나 <표
3-7>과 같이 2009년「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영유아를 둔 가구(2,554가
구)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의 정보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구 특성별로
어떤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6.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79.1%는 양육수당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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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영유아 가구 제 특성별 양육수당 지급 인지 여부
(단위 : %, 명)

정확히 앎

대략 앎

잘 모름

전체

전 체
소득계층
99만 원 이하

6.6

14.3

79.1

100(2,548)

4.7

9.4

85.9

100( 128)

100～149만 원

5.1

14.5

80.4

100( 235)

150～199만 원

6.6

15.6

77.8

100( 424)

200～249만 원

8.7

14.3

77.0

100( 378)

250～299만 원

6.6

16.5

76.9

100( 316)

300～349만 원

8.8

14.0

77.2

100( 329)

350～399만 원

5.8

17.4

76.8

100( 155)

400～499만 원

6.5

13.5

80.0

100( 245)

500～599만 원

4.5

11.0

84.5

100( 155)

600만 원 이상

3.8

13.1

83.1

100( 183)

  (df)

18.6(18)

답했다.
양육수당 같은 보육서비스 관련 제도만이 아니라 보육정보센터와 같은
보육서비스 관련 기관의 존재 여부에 대해 무지한 가구도 많았다. 보육정
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를 근거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양육자의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과
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18개소가 설
치․운영 중이다. 0～7세 아동을 둔 부모는 전화문의나 인터넷으로 육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아동과 보육정보센터를 방문해 편의시설을 이
용하거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정보센터 자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
동양육자는 매우 적었다.
<표 3-8>의「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가구 응
답자(2,548가구)의 73.2%가 보육정보센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
고, 보육정보센터를 자주 이용한다고 답한 양육자는 2%에 불과했다. 이
는 보육정보센터의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
로, 보육정보센터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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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영유아 가구 보육정보센터 제공 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단위 : %, 명)
자주 이용 가끔 이용
전체

알고 있으나
잘 모름
미이용

2.0

6.5

18.3

73.2

대도시

2.0

6.2

18.2

73.6

중소도시

1.6

8.0

18.9

71.5

읍․면

2.8

4.4

17.0

75.8

전체

  (df)

100
(2,548)
100
(1,135)
100
( 977)
100
( 436)

9.9(6)

[그림 3-3] 공공기관 주관 체육활동 정보 인지도

체육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보의 무지가 존재했다. 2010년「국민생활체
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000명 중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체
육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8.2%에 불과했다. 나머지
81.8%는 공공체육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유통력이 낮은 이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수요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데에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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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된 백화점식 프로그램
과 정책구조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 현
재 정부와 민간은 바우처 사업, 민간 위탁사업, 정부 직영사업 등으로 다
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의 서비스가 산재
해 있고, 제공주체도 다양하며, 위탁사업의 경우는 1～2년 정도만 수행되
는 경우도 많다. 서비스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현재
와 같은 전달체계에서는 서비스 수요자가 전체 서비스 사업에 대한 정보
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파편화된 정보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정부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홍보 부족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
대방안을 모색할 때 제도나 기관 건립과 같은 하드웨어 확충에 관심을 집
중하는 반면, 사회서비스 정보 확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도 홍보가 비조직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
향이 있다. 그리하여 정부가 실제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정보
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이기보다는 임시적인 홍보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가 최
저생계비 150% 이하의 차차상위계층 실업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 고
용서비스다.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 취업성공패키지를 홍보하기 위해
서울 사당역처럼 인파가 많은 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제도
초기에 정보 파급이 제약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전국 단위 고용서비스 제도이자 저소득층 구
직자라는 뚜렷한 정책대상을 표적으로 하는 사업을 바쁘게 지나는 사람
이 대부분인 지하철역에서 무작위로 홍보하는 방식은 전시적이고 미봉적
인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정부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례로 자활사업은 노동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까지 복지혜
택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정부는 사
회부조 수급자의 증가로 국가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도입 첫해 신규 수급권 신청기간을 2000년 5월 2일에서 20일
까지로 제한했다. 따라서 신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저소득층이 새로 마
련된 수급자격에 대한 무지와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신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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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제한으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당
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소극적 제도
홍보로 수급자의 규모를 축소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자활사업의 도입
과 신청제한은 제도의 보편화와 정보의 보편화가 다른 차원에 있으며, 사
회서비스의 실질적인 보편성 보장을 위해서는 정보의 보편화가 필수적이
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라. 서비스 수요자의 정보획득 경로
사회서비스의 정보보편성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 수요자의 정보 획득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사적 인간관계망을 통한 정보획득
첫째, 서비스 수요자들은 가장 일반적으로 가족, 친지, 친구, 지인과 같
은 사적인 인간관계망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먼저「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표 3-9>에서처럼 영
유아를 둔 가구(2,548가구)의 33.6%가 친구와 동료를 통해, 25.7%가 집안
어른을 통해 육아 관련 지식과 조언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통한 정보획득은 단지 3.7%에 불과했다. 이는 사적
인 인간관계가 공적이고 전문적인 채널보다 보육서비스에 관한 정보수집
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는 체육활동 관련 정보획득 경로에 관
한 설문은 없다. 그러나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자기 자신’이라고 답한 경우(44.4%)를 제외하면, 친구
<표 3-9> 영유아 가구 제 특성별 육아 관련 지식・조언을 얻는 경로

전체

집안
어른

친구
동료

육아
관련
사이트

육아
관련
전문가

관련
서적

기타

없음

전체

25.7

33.6

25.7

3.7

8.0

0.3

3.0

100.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9),「전국보육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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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체육활동 참여 영향 주체
(단위 : %)

(29.7%)와 가족/친지(17.5%)가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나 직장/지역사회의 영향력은 3% 이하
였다.
<표 3-10>에서처럼「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구직정보를 얻는 경로를
조사했을 때에도 응답자 중 22.4%가 친구나 친지에게 취업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지원센터나 지역자활센터처럼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얻는 경우는 2.0%로 극히 드물었다. 특히 초등학
교 졸업 이하 저학력 구직자는 사적 인간관계망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 경
우가 많았다. 저학력 구직자의 경우, 친구나 친지를 통한 구직 사례
(46.7%)와 과거 일자리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한 구직 사례(20.0%)를 합
하면, 66.7%가 개인적 인간관계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비록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주체로 국가와 지역사
회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획득
과 이용에 있어서 가족, 친지, 이웃과 같은 사적 연결망이 중요한 중간매
개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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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소득수준 * (주된 일자리)구직 방법 1
(단위 : %, 명)
(주된 일자리)구직 방법1
공공
교사,
학교,
친구, 직업
교수,
학원
친지 안내
스승
소

최종
학력

소득
수준

신문,
희망 과거
사설
인터
TV,
일자 일자리
전체
직접
직업
넷등
가족
벽보
리의 에서
방문
안내
통신
등의
근무 알게 된
소
망
광고
자 지인
6.7

6.7

20.0

100
(15)

5.9

35.3 20.6

2.9

8.8

100
(34)

33.3 0.9

1.7

23.1

5.1

2.6

23.1

4.3

4.3

100
(109)

0.9

초졸 이하

46.7 6.7

중졸 이하

17.6 8.8

13.3

고졸 이하

1.7

대재 이상
(전문대 포함)

9.7

3.5

15.9 1.3

0.9

10.6

3.5

1.8

51.8

99만 원 이하

4.8

1.6

27.4 3.2

4.8

21.0

6.5

1.6

27.4

100～149만 원

8.0

24.0 4.0

16.0

8.0

2.0

38.0

150～199만 원

3.3

1.6

27.9 3.3

13.1

9.8

1.6

26.2

200～249만 원

5.6

5.6

18.5

13.0

5.6

1.9

44.4

250～299만 원

2.7

300～349만 원
350～399만 원

21.6 2.7
5.0

6.1

400～499만 원 13.9

25.0

2.8

600만 원 이상 18.8

6.3

6.1
(24)

2.0
(8)

8.3

18.9
5.0 10.0

30.3

500～599만 원

전체

2.7

27.3
2.8

3.0

17.6

5.9

6.3

6.3

6.3

1.5 16.8 5.6
(6) (66) (22)

100
(63)
100
(51)

9.8

45.9

5.4

45.0

5.0

3.3

100
(62)

5.6

100
(55)
100
(38)

5.0

100
(20)

3.0

100
(33)
100
(36)

50.0

29.4

22.4 2.0
(88) (8)

1.6

30.3

22.2

100
(226)

35.3

5.9

100
(17)

43.8

12.5

100
(16)

1.8 36.6 2.3
(7) (144) (9)

2.8
(11)

100
(39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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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정보획득 경로
사적 인간관계 다음으로, 서비스 수요자가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 채널은 인터넷이다. 앞의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전국보육실태조사」응답자의 25.7%가 육아 관련 인터넷 카
페와 블로그에서 양육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
(33.6%)나 집안 어른(25.7%)을 통한 정보수집에 이어서 양육자가 셋째로 빈
번하게 이용하는 정보습득 채널이다. 체육서비스의 경우도「국민생활체
육 참여 실태조사」전체 응답자(9,000명)의 13.6%가 운동기술, 체육동호
회, 체육활동 및 레저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표 3-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한국노동패널조사」에 따
르면, 구직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취업정보를 얻는 비율(36.6%)이 가
장 높아 인터넷 사이트가 구직정보를 얻는 제1의 채널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나 친지를 통해 구직정보를 얻는 비율(22.4%)보다도 높았다.
한국인의 정보소통에서 인터넷이 갖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인터넷 유
저들은 정보획득을 위해 물리적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고, 클릭만으로 방
대한 양의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시공
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인터넷 유저들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서비스
수요자가 인터넷으로 보육, 체육, 고용, 의료관련 정보를 얻는 이유도 높
은 접근성과 쌍방향 소통과 같은 인터넷의 장점 때문이다. 특히 취업정보
처럼 양이 방대하고 변화속도가 빠른 정보의 경우, 인터넷 포털을 통한
정보수집이 가장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법이다. 구직자가 개별적으로 자
신의 학력, 기술, 나이, 성별, 희망직업에 합당한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기
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전국의 다양한 채용정보를 한곳에 모아놓는 취업
정보 포털이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얻는 가장 일반적인 채널이 되고 있
다. 아래 <표 3-11>은 한국의 대표적인 취업포털 사이트를 정리한 것이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잡코리아’, ‘사람인’처럼 다양한 직종의 취업정
보를 모은 일반 포털 외에도 전문연구직을 위한 ‘하이브레인넷’, 단순노
무직을 위한 ‘우리동네인력시장’처럼 직종별로 취업포털 사이트가 분화
되어 있을 정도로 인터넷을 통한 구직정보 수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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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인터넷 취업포털
직종 구분

전직(재취업) 포털

포털명
잡코리아, 사람인, 인쿠르트, 리쿠르트, 스카
우트, 커리어, 휴먼피아, 잡링크, 파워잡
뉴잡(New JOB)

직업 및 각종 정보, 자료 포털

커리어넷

건설계통의 취업포털

건설워커, 콘잡, 케이티잡

교사, 학원강사 취업포털

훈장마을

교수 및 전문 연구직 포털

하이브레인넷

미디어, 방송 취업포털

미디어잡

아르바이트 알선 포털

알바천국, 알바몬

외국계회사 취업포털

피플앤잡

의료분야 취업포털

메디컬잡

일당, 단순노무 취업포털

우리동네인력시장

판매, 유통, 샵마스터 취업포털

샵마넷

패션분야 취업포털

패션워크

편집, 웹, 디자인 취업포털

디자이너잡

해외연수, 취업 포털

월드잡

일반 취업포털

마. 정보의 불균등 배분
사회서비스 정보에 대한 낮은 보편화와 함께 정보전달체계 개편에 있
어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정보의 불균등 배분이다. 서비스 정보의 불균등
배분은 중복수혜나 부정수급과도 관련이 있다. 사각지대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낮은 정보보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면, 중복수혜와 부정수급은
이용자가 제도의 생리와 허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발생한다. 서비스
수요자의 상당수가 사회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
한 반면, 일단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되어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행위자로 편입되면 사회서비스
에 대한 지식을 점차 체득하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와 같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집결되는 장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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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새로운 복지사업이 시행되
면 이를 지역사회복지시설에 공지하며, 지역자활센터나 사회복지관 실무
자들은 공지된 정보를 기관 이용자에게 홍보한다. 무엇보다 지역자활센
터나 사회복지관의 이용자들은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나 수혜방
법을 서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Kim, 2010). 서비스 이용자들은 동료, 사
회복지실무자, 공무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정보를 축적하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사회서비스를 받고 있고, 정보가 유통되는
공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서비스를 중복해서 받거나 제도
의 특성을 악용해 부정수급을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들은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되어 있는 한계계층보다 더 많은 서비스 정보를 알고 있
으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서비스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육, 건강, 부동산 관련 정보의 분배불균형은 소득수준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은 집단이 취약계층보다 필요한 서비
스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06년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보증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인증은 기본적인 수준에서 어린이집 보
육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2010년도 1월까지 전체
어린이집 33,499개소 중 29,084개소(86.8%)가 평가인증에 참여했고, 18,197
개소(54.3%)가 보육시설 인증과정을 통과했다.
<표 3-12>의「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158명
중 75.4%로 보육정보센터나 양육수당과 같은 다른 보육서비스 정보에 비
해 정보보급률이 높았다. 그러나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인지정
도를 소득수준에 따라 다시 살펴보면, 가구소득에 따라 정보보급률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제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져 99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약 40%가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 한 사례를 가지고 소득수준과 사회서비스 정보인지 수준의 관계
를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서
비스의 질과 관련된 제도라고 했을 때, 보육서비스의 질에 관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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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가구의 제 특성별 보육시설 평가인증 인지 여부
(단위 : %, 명)
잘 알고
있음
33.6

들어본 적
있음
41.8

99만 원 이하

17.8

100～149만 원

전체

전혀 모름 전체

(수)

24.6

100

(1,158)

42.5

39.7

100

(73)

27.3

45.3

27.4

100

(139)

150～199만 원

34.6

41.2

24.2

100

(211)

200～249만 원

35.3

43.7

21.0

100

(167)

250～299만 원

33.3

43.0

23.7

100

(135)

300～349만 원

34.1

37.0

28.9

100

(135)

350～399만 원

34.7

51.4

13.9

100

(72)

400～499만 원

37.9

35.8

26.3

100

(95)

500～599만 원

36.4

43.9

19.7

100

(66)

600만 원 이상

46.9

34.4

18.7

100

(64)

  (df)

가구소득

30.207
(18)

주 : *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가리킴.

고소득층에게 편중되는 정보불균등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 “서비스 선택의 이유”
정보수집단계 이후, 서비스 수요자들은 수집된 정보와 주변의 환경, 자
신의 여건을 고려해 이용할 서비스를 선택한다. 선택단계에서 가장 중요
한 이슈는 어떠한 기준으로 서비스를 선택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가. 거리접근성
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안은 ‘물리적 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전
국보육실태조사」에서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응답자 1,342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어린이집 선택이유를 질문한 결과, <표 3-13>에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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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의 30.2%가 ‘집과의 거리’, 15.6%가 ‘주변의 평판’, 10.9%가
‘프로그램 내용’을 꼽았다. 물론 저소득층일수록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용’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응답자가 많았고,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
다 ‘프로그램 내용’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
준을 막론하고 집에서의 거리접근성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
한 고려사항이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도 거리접근성은 중요한 선택기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 약 8,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한국의료패널」에 따르면, 응답자가
병원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은 의료진의 우수성(40.5%)이
었고, 그 다음이 거리접근성(23.2%)이었다. 특히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에서는 거리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응답자가 31.9%로, 거리접근
성은 의료진의 우수성(31.9%)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한 의료시설 선택
기준이었다.
<표 3-13> 가구소득별 보육시설 선택 이유
(단위 : %, 명)
전체
비용
8.3
집과의 거리
30.2
프로그램 내용
10.9
형제자매와 함께
5.3
아이 적응
5.0
운영 시간
4.6
교사가 좋아서
9.1
특기교육
0.5
차량이용
0.7
시설환경
5.7
주변 평판이 좋
15.6
아서
종교적 이유로
1.6
기타
2.5
전체
100
(수)
(1,342)

99만 100～ 150～ 200～ 250～ 300～ 350～ 400～ 500～ 600만
원 149만 199만 249만 299만 349만 399만 499만 599만 원
이하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이상
16.7 8.9 9.2 6.1 10.0
11 5.2 4.5 5.7 3.0
41.7 29.6 27.1 29.3 34.4 26.5 27.3 32.1 22.9 37.9
8.3 7.1 9.6 9.6 9.4 16.8 16.9 13.4 11.4 10.6
1.2 1.8 10.8 7.6 3.8 2.6 1.3 6.3 4.3 6.1
1.2 5.3 5.2 4.5 3.1 8.4 5.2 8.9 2.9 1.5
3.6 5.9 4.8 4.5 4.4 3.2 1.3 5.4 5.7 7.6
3.6 10.7 8.4 11.1 13.8 7.1 3.9 8.0 17.1 1.5
1.2 0.5
0.6
1.4 1.5
2.4 1.2 1.0
1.3
2.4 3.6 5.6 6.1 3.8 5.2 7.8 8.9 10.0 9.1
19.0

17.8

13.9

15.2

15.0

13.5

1.2 4.7 1.6 2.5
0.6
1.1 2.5 1.4 2.0 2.3 4.5
100 100 100 100 100 100
(84) (169) (251) (198) (160) (155)

주 : 빈도수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24.7

10.7

15.7

18.2

0.9
5.1 0.9
100 100
(77) (112)

1.4
1.5
100
(70)

1.5
1.5
10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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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소득수준 * 해당병원 선택기준
(단위 : %, 명)
해당병원 선택기준
선택할
타
장비,
상황이 의료진
의료진 비용 거리가 다니던 병원
시설
아니었 우수
친절 저렴 가까움 병원 이송
우수
음
의뢰
99만 원 이하

소득
수준

1.3

기타

43.3

8.9

1.0

0.7

18.0

20.0

4.9

2.0

100～149만 원

48.6

5.7

2.9

3.6

18.6

16.4

2.1

2.1

150～199만 원

37.9

7.7

1.1

0.5

23.1

21.4

5.5

2.7

200～249만 원

45.1

6.8

1.2

19.8

21.0

5.6

0.6

250～299만 원

40.3

9.0

0.7

0.7

22.4

16.4

6.7

3.7

300～349만 원

40.8

8.7

1.9

24.3

18.4

3.9

1.9

350～399만 원

42.0

6.0

1.0

21.0

24.0

4.0

1.0

400～499만 원

42.9

8.3

2.3

29.3

11.3

1.5

4.5

2.9

17.6

19.1

5.9

4.4

1.0

500～599만 원

1.5

39.7

8.8

600만 원
이상

1.0

31.9

5.0

1.3

1.7

31.9

17.9

6.3

3.0

전체

0.5
(8)

40.5
(659)

7.3
(119)

1.2
(20)

1.2
(20)

23.2
(378)

18.7
(304)

4.9
(80)

2.5
(41)

전체

100
(304)
100
(140)
100
(182)
100
(163)
100
(133)
100
(103)
100
(99)
100
(133)
100
(68)
100
(301)
100
(1,628)

<표 3-15> 외래 방문 시 주된 교통수단, 소요시간, 교통비
자가 차량
택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비행기
도보
기타(오토바이, 경운기, 자전거 등)
모름
전 체(평균)

건수
330,092
7,193
34,886
252
65,160
4,400
10
144,993

%
22.82
4.96
24.06
0.17
44.94
3.03
0.01
100.0

평균(분)
19.84
16.36
32.25
150.33
10.54
12.99
18.49

평균(원)
3,435
1,432
23,901
153
737.47

주 : 교통비는 동반자가 포함된 금액이며, 자가 차량으로 이동한 경우에 평균 교통
비를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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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는 체육시설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
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은 없다. 그러나 김흥순․유지공(2008)이 2007
년 서울 소재 42개 사회체육시설 이용자 1,900명을 대상으로 시설선택 이
유, 만족도, 이용행태를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체육활동시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집에서의 거리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에서처럼 48.1%의 응답자가 집 근처의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저렴한 비용(23.6%), 좋은 운동시설(14.3%)을
현재 체육시설의 선택 이유로 꼽았다.
<표 3-16> 현재 체육시설을 선호하는 이유
(단위 : %, 명)
해당 시설의 장점
집 근처
직장 근처
편리한 교통
좋은 운동시설
친절한 서비스
넓은 주차장
저렴한 비용
전체

성별
남성
여성
389(48.4)
524(47.8)
26(3.2)
27(2.5)
34(4.2)
73(6.7)
132(16.4)
139(12.7)
47(5.9)
37(3.4)
13(1.6)
11(1.0)
162(20.2)
286(26.1)
803(100.0)
1,097(100.0)
X²=25.165, df=6, p=0.00

자료 : 김흥순‧유지공(2008: 167).
[그림 3-5] 시설 유형별 소요시간

전체
913(48.1)
53(2.8)
107(5.6)
271(14.3)
84(4.4)
24(1.3)
448(23.6)
1,9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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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서 응답자가 자주 이용하는 체
육시설의 거리접근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8%가 집에서 이동시간
이 20분 미만인 가까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거리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의 품질과 같은 다른 어
떤 사안보다 거리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이유는 보육시설은 거의
매일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아동이나 양육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기관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
에서 일주일에 여러 차례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선택할 때에도 좋은 운동
시설이나 친절한 서비스 같은 서비스의 품질보다 거리접근성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반면 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의료진의 우수성과 같은 서비스의 품질이
가장 중요한 선택요건으로 꼽혔다. 물론 거리접근성은 그 다음으로 중요
한 기준이지만, 그 중요도는 보육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선택할 때보다 떨
어진다. 이는 만성질환자를 제외하고 의료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외래환자가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규칙적으로 자주 이용해야 하
는 서비스일수록 서비스의 품질보다 거리접근성이 수요자가 서비스 기관
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서비스 기관과의 거리접근성이라고 했을 때, 이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
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까운 서비스 기관을 의미할 수 있다. 특히 일터
와 가정이 분리되어 있고, 많은 인구가 근로자로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직장도 중요한 생활공간이다. 따라서 가정
과 함께 제2의 생활공간인 직장과 연계된 사회서비스 시설확충이 사회서
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과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직장보육시설
의 확충은 학계와 대중매체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보육서비스의 개선방
향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증가와 출산율의 감
소로 일-가정 균형정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직장 여성이 아동을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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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으로 직장보육시설이 주목받
고 있는 것이다. 아직 직장보육시설만큼 사회서비스의 핵심이슈로 떠오
르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 여러 학자들이 사회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장체육시설의 증설을 주장하기도 한다(이종경․권오열, 2007;
성창훈 외, 2008; 송은주, 2012; 최장호, 2012). 이들은 독일이나 일본정부
의 직장체육시설 확대정책을 모범사례로 들면서, 외국의 직장체육시설이
근로자의 건강증진, 생산성 향상, 복리후생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논거
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서비스 시설을 직장과
연계시키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대책은 아닐 수 있다. <표 3-17>의「전
국보육실태조사」의 보육시설 유형별 만족도를 보면, 4.40점을 얻은 부모
<표 3-17> 보육시설 유형별 만족도 5점 척도

원장
교사
주변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내부 분위기
비용
건강관리
급간식관리
안전관리
교육내용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
전체 평균
2004년조사
(전환)

국․공 사회복지 기타
민간
립
법인 법인단체
3.90
4.03
4.15
3.93
4.01
4.07
4.19
3.90
3.42
3.59
3.74
3.46

가정

직장 부모협동

전체

F

(수)

4.13
4.09
3.73

4.01
4.16
3.33

4.59
4.59
4.37

3.97(.71)
3.97(.70)
3.50(.80)

3.1  (1,340)
4.2  (1,341)
4.7  (1,341)

3.58

3.65

3.81

3.57

3.76

3.92

3.59

3.61(.79)

2.4

3.66

3.48

3.81

3.61

3.72

3.97

3.59

3.63(.70)

3.1  (1,341)

3.81
3.64
3.71
3.92
3.86
3.75
3.55

3.80
3.55
3.71
3.86
3.75
3.81
3.44

4.13
3.81
3.97
4.02
3.99
4.07
3.70

3.73
3.17
3.63
3.69
3.95
3.74
3.34

3.91
3.69
3.82
3.99
3.92
3.72
3.43

4.17
3.78
3.93
4.20
4.20
4.09
3.93

4.59
4.61
4.37
4.57
4.59
4.59
4.59

3.80(.67) 6.7 
3.37(1.01) 15.0 
3.71(.71) 5.2 
3.80(.76) 8.1 
3.80(.69) 4.9 
3.77(.65) 4.6 
3.42(.78) 7.1 

3.61

3.51

3.70

3.45

3.59

3.95

4.59

3.52(.79)

3.73

3.71

3.93

3.61

3.81

3.99

4.40

3.68(.50)

3.61

3.70

3.66

3.55

3.54

3.69

3.59

(1,341)

(1,341)
(1,341)
(1,341)
(1,341)
(1,341)
(1,341)
(1,341)

4.6  (1,341)

(816)

주 :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는 유의수준 5%에서, **는 유의수준 1%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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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보육시설을 제외하고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직장보육시
설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직장보육시설의 만족도(3.99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애․한유진(2005)이 서울, 경기지역 거주 7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271쌍 총 5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녀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얻는 심리적 안정감과 부모가 직
장에 있는 전체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주어 아이를 맞길 사람을 찾지 않
아도 되는 점 등을 직장보육시설의 가장 만족스러운 측면으로 꼽았다.「전
국보육실태조사」에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가 해당 시설을 선택한 이유
를 보았을 때에도, 다음 <표 3-18>에서처럼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27명
중 8명(29.6%)이 긴 운영시간을 꼽고 있었다. 실제 보육시설별 운영시간
을 보면, 직장보육시설을 뺀 다른 보육시설의 평균 운영시간은 7시간 정
도인 데에 반해, 직장보육시설은 평균 10시간 22분으로 3시간이나 운영시
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에서 보육비
<표 3-18> 운영주체별 보육시설 선택 이유
(단위 : %, 명)
국․공립
보육시설
비용
집과의 거리
프로그램 내용
형제자매와 함께
아이 적응
운영 시간
교사가 좋아서
특기교육
차량이용
시설환경
주변 평판이 좋아서
종교적 이유로
기타
전체
(수)

20.6
21.5
11.7
6.5
3.7
5.1
4.2
0.5
1.9
5.1
15.9
1.4
1.9
100
(214)

사회복지 기타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
전체
법인 단체보육 보육 보육시설
보육시설 동
보육시설 시설 시설 놀이방
12.9
1.9
5.4
1.6
22.2
25.0
8.3
23.3
16.7
33.1
44.1
7.4
30.2
9.5
22.2
11.8
1.6
7.4
25.0
11
7.8
1.9
4.8
4.7
11.1
5.3
4.3
3.7
6.0
3.1
4.9
1.7
4.1
6.3
29.6
4.6
9.5
7.4
8.6
21.3
3.7
50.0
9.2
0.9
0.4
0.8
0.4
0.9
0.5
1.6
0.8
5.2
3.7
6.6
1.6
11.1
5.7
19.8
29.6
15.5
10.2
15.6
2.6
5.6
1.6
1.6
1.6
7.3
1.6
3.1
7.5
2.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16)
(54) (800) (127)
(27)
(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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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조하므로 부모부담이 적은 것도 직장보육시설을 선택하는 주요 이
유였다. 보육시설 이용 본인부담금을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이 18만 6,000
원으로 가장 낮았고 직장보육시설(22만 4,800원)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24만 9,300원, 가정어린이집은 26만 1,000원으로 상대적
으로 높았다.
부모의 시간관리, 심리적 안정감, 비용부담, 작업능률을 생각했을 때,
직장보육시설은 분명 일-가정 균형정책의 좋은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직장보육시설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 김선애․한유진(2005)의 연구결과처럼, 7세 이하의 어린 아
동이 부모와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면서 10시
간 이상 어린이집에 머무는 상황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이라고 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은 주로 직장이 있는 번잡한 도
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재생산공간인 주거지역에 비해 아동이 밖에
서 뛰놀기가 여의치 않다. 앞의 <표 3-17>의 직장보육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분야에서의 만족도는 여타 보육시설보다 높
게 나타난 반면,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의 만족도(3.33)가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의 명암을 고려했을 때,
부모의 편의증진이나 일-가정 균형이라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보육시설
의 실질적인 이용자인 아동들이 가정에서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받
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차원에서 직장보육시설을 바라보고, 프
로그램과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직장체육시설 증설에 대해서도 숙고의 여지가 있다. 학자들은 직장체
육시설의 확대에 대한 근거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건강증진, 생산성
향상을 들고 있지만,「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서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유형의 체육시설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평균 90.7%의 응답자가 ‘매우 만족’ 혹은
‘만족’이라고 답하여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지만, 직장체육시설
에 대해서는 81.5%의 응답자가 매우 만족 혹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직장체육시설에 대해 학자들이 제시하는 예상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용자들은 직장체육시설에 그리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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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체육시설 이용자 1,900명을 대상으로 한 김흥순․유지공(2008)의 연구
에서도 사회체육시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응답자의 48.1%가 집에서의
거리를 주요사안으로 꼽은 반면, 직장 근처를 선호한 응답자는 2.8%에 불
과했다.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나 선호가 그리 높지 않은 이유를 알기 위
해서는 추가적인 실증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한국의 직장문화와 연
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업무가 끝나도 상사
가 퇴근하지 않으면 퇴근이 어렵고, 상하위계가 뚜렷한 한국의 직장문화
를 생각했을 때, 업무가 비어 있거나 끝났을 때 시간을 내어 직장체육시
설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상사나 부하직원과 함께 체육시설을 이용해
야 하는 어려움, (특히 여성의 경우) 업무중간에 체육복과 정장을 갈아입
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선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업무가 끝나면 생산공간인 회사에 남아 있기보다 재생
산공간인 집으로 돌아가 여가와 휴식을 즐기고 싶어 하는 직장인의 심리
를 고려했을 때, 여가에 속하는 체육활동을 직장에서보다 집에서 가까운
시설에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그림 3-6] 체육시설 유형별 만족도

86

고용-복지 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이처럼 직장과 연계된 시설에 대한 선호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등 직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시설확충을 무조건 주장하기보다 각 서비스 분야에 따른 특
수한 상황과 문화를 고려해 대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다. 운영주체별 사회서비스시설 선택
국공립, 민간영리, 민간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 서비스 기관의 운영주
체별로 소비자의 선호도는 어떠할까? 그리고 수요자가 서로 다른 주체가
운영하는 기관을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을 통해 이용시설을 결정하는 것
일까?
1)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선택함
먼저 서비스 수요자가 국공립과 민간시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국공립이나 민간시설의 서비스 자체에 대한 만족도나 실질적인 선호를
따르기보다는 현재의 제도적․환경적 여건에 의해 부득이하게 한편을 선
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08년「한국의료패널」에서 응답자
<표 3-19> 국공립 여부(입원 및 외래진료)
빈도수

백분율(%)

입원
Valid
Missing

국공립
사립
전체
모름/무응답
전체

196
1,437
1,633
2
1,635

12
87.9
99.9
0.1
100

국공립
사립
외국병원
전체
모름/무응답
전체

9,062
135,472
4
144,538
13
144,551

6.3
93.7
0
100
0
100

외래진료

Valid

M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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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가구)의 국공립․사립병원 이용횟수를 조사한 결과, 사립병원 이용
률(입원 87.9%, 외래진료 93.7%)이 국공립병원 이용률(입원 12%, 외래진
료 6.3%)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병원에 대한 높은 이
용률은 한국의 의료시설 중 사립병원이 국공립병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
이다. 따라서 높은 이용률을 사립병원에 대한 선호라고 해석할 수 없다.
양육자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표 320>에서처럼 2009년「전국보육실태조사」기관의 운영주체별로 양육자가
아동을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민간어린이집 이용 희망자
(45.5%)가 공립보육시설의 이용 희망자(38.9%)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4
년 실태조사 결과(민간시설 29.3%, 국공립시설 56.2%)와 비교했을 때, 민
간어린이집 이용 희망자가 확연히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양육자가 민간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한 이유는 민간시설의 서비
스에 대해 더 만족하기 때문은 아니다. 앞서 제시한 <표 3-17>에서「전국
보육실태조사」각 운영주체별 기관의 만족도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에 대한 만족도는 3.73점인 데 반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3.61점
<표 3-20> 보육시설 이용 희망자의 보내고 싶은 시설 형태
(단위 : %, 명)
국공립
전체
가구소득
99만 원 이하
100～149만 원
150～199만 원
200～249만 원
250～299만 원
300～349만 원
35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만 원 이상
2004년 조사

비영리
민간
법인

가정

부모협
직장
동

38.9

7.9

45.5

4.6

0.5

35.6
35.9
41.5
39.9
42.3
41.4
36.6
39
26.5
36.9
56.2

8.5
9.7
8.2
6.5
6.5
7.8
13.4
9.0
3.4
6.2
6.9

49.2
51.2
45.5
45
43.3
42.5
43.7
40
59.8
42.3
29.3

4.2
3.2
3.3
3.7
6.9
6.0
4.2
4.5
5.1
6.2
0.5

1.7
0.2
0.8
0.4
0.7
1.0
1.5
1.7

1.8

0.7
2.3
0.7
0.7
0.7
5.0
4.3
6.9
1.5

기타

전체

0.8

100(2,297)

0.8

100( 18)
100(2,248)
100( 429)
100( 353)
100( 291)
100( 268)
100( 142)
100( 200)
100( 117)
100( 130)
100( 961)

0.6
1.6
0.3
1.0
0.7
1.5
0.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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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든 어린이집 중 가장 낮았다. 따라서 국공립시설 이용 희망자가
줄어들고 민간어린이집 이용 희망자가 증가한 결과는 민간어린이집의 만
족도가 높아서라기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해 국공립기관을 이용하
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육자들이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9년「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민간어린이집 이용 희망자가 증가한
이유는 민간어린이집의 시설급증과 관련이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육서비스가 제도화된 이래 보육서비스는 점차 보편화의 방향
으로 발전해 왔다. 보육예산도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배 이상 급증했으
며, GDP 대비 비율에 있어서도 2004년 0.14%에서 2011년 0.53%(총액 6
조 5,920억 원)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급격
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직접 건설하기보다 민간
기관을 통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어린이집의 국공
립시설 비율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1995년 전체 보육시
설의 11.3%였던 국공립어린이집은 2012년 현재 5.2%로 절반 이상 감소
하였고, 보육 아동 수도 26.8%에서 9.5%로 약 1/3로 줄어들었다. 다시 말
해, 보육서비스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공보육시설보다는 민간
기관을 통해 시설 수를 신속히 늘리는 방향으로 보육서비스의 보편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문혜진․변금선, 2012). 민간어린이집의 증가는 소비
자의 입장에서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거리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
기도 하다. 앞의 <표 3-18>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민간어린이집 이용자
800명 중 33.1%가 집과 가까운 거리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가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서비스의 품질에 대
한 만족도보다 거리접근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표 3-13>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5.2%에 불과한데도 응답자의 38.9%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민간어린이집 이용 희망률(45.5%)보다 다소 낮지만,
오히려 현재의 제한된 환경에서도 국공립시설에 대한 양육자의 선호가
매우 높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보육시설 조사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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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어린이집 3,110개소 중 대기자가 있는 곳은 총 1,106개소로
35.6%에 달했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87.6%로 가장 많았
고, 직장어린이집이 71.2%, 법인어린이집 42.7%, 민간어린이집 28.8%, 가
정어린이집 19.3% 순이었다. 평균대기 아동 수로 보면, 전체 어린이집 평
균 대기인원은 33.34명이었는 데 반해 국공립어린이집은 78.27명에 육박
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적으로 국공립시설이 적기 때문에 아동을 보낼
수 없을 뿐, 실제 국공립시설에 대한 양육자의 선호가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소득수준에 따라 선호하는 운영주체가 달라짐
이용자가 국공립과 민간시설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둘째 특징은 소득계층에 따라 선택하는 사회서비스 시설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의료시설 이용을 보면 현재 국공립 의료시설이 부족
한 한국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상 사립병원 이용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표 3-21>에서처럼 소득
<표 3-21> 소득수준 * 국공립 여부
(단위 : %, 명)
입원

소득수준

99만 원 이하
100～149만 원
150～199만 원
200～249만 원
250～299만 원
300～349만 원
35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만 원 이상
전체

국공립
16.5
22.9
11.0
9.9
7.5
5.8
9.0
10.5
10.3
10.3

사립
83.5
77.1
89.0
90.1
92.5
94.2
91.0
89.5
89.7
89.7

12.0
(195)

88.0
(1,431)

일반외래
국공립
사립
10.1
89.9
9.2
90.8
5.5
94.5
5.2
94.8
4.1
95.9
3.8
96.2
4.8
95.2
4.4
95.6
4.2
95.8
5.2
94.8
6.3
(9,079)

93.7
(13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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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유치원에 다니겠다면 보내고 싶은 유치원 형태
(단위 : %, 명)

전체
소득계층
99만 원 이하
100～149만 원
150～199만 원
200～249만 원
250～299만 원
300～349만 원
35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만 원 이상
2004년 조사

학교 병설 공립 단설
유치원
유치원
42.9
15.4
53.5
50.8
54.1
37.8
44.2
44.2
44.4
38.8
33.5
24.1

10.9
17.7
16.8
19.9
12.5
13.8
13.9
16.7
13.2
13.4
57.4

사립
유치원
41.3
34.7
30.9
28.8
42
43.2
41.7
41.1
42.7
52.1
62.5
41.2

기타

전 체(수)

0.4

100.0(2,373)

0.9
0.6
0.3
0.3
0.1
0.3
0.6
1.8
1.2

100.0( 101)
100.0( 181)
100.0( 375)
100.0( 357)
100.0( 303)
100.0( 326)
100.0( 151)
100.0( 227)
100.0( 167)
100.0( 187)
100.0(1,674)

1.4

수준이 낮을수록 진료비가 비교적 싼 국공립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비율
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유치원도 소득수준에 따라 국공립, 사립시설의 선호도가 확연히 차이
가 나는 보육서비스이다. 위의 <표 3-22>에서 보는 것처럼, 0세부터 만 5
세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소득계층에 따라 선호 기관에 큰 차이가
없었는 데 비해, 만 3세 이상부터 7세 이하 아동이 이용하는 유치원은 소
득계층에 따라 양육자가 보내고 싶어 하는 유치원의 유형에 뚜렷한 차이
가 있었다. 즉 저소득층은 학교 병설유치원처럼 국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를 희망하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부모는 사립유치원을 희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99만 원 이하 최저소득층이 병설유치원 이용을 희망
하는 비율은 53.5%, 사립유치원은 34.7%로 나타난 반면, 600만 원 이상의
최고소득층은 62.5%가 사립유치원 이용을 희망하고, 24.1%가 병설유치원
을 선호했다.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 선택에 있어서 소득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어린이집은 보육기능이 주를 이루는 반면, 유치원부터는
교육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 보낼 시기의 아동에게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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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교육프로그
램의 내용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유치원부터는 교육내용과 질이
중요하게 된다. 이때 고소득층이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놀이학
교, 영어유치원을 비롯한 사립유치원이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 부모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교육과 두뇌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교육을 받길 원하고, 사립유치원
은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
다. 반면 병설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아동발달단계와
교육과정에 맞게 원생을 지도한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부모에게 병설유
치원은 영어나 한글, 예체능과 같은 조기교육이 부실한 기관으로 인식되
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사립유치원과 경쟁관계에 놓인 병설유치원들
도 부모의 조기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영어, 예체능, 과학 관련 프로
그램을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과도한 조기교육 열
풍에 국공립유치원이 편승하는 현상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
지가 있다. 이보다는 실질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정체성과 강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3) 소득수준에 따라 국공립 기관을 선호하는 이유의 차이
서비스 이용자가 국공립과 민간시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셋째로 주
목할 만한 특징은 국공립 시설을 선호할 경우 소득계층에 따라 그 선호의
이유가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국공립유치원
의 장점은 교육비가 저렴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기관운영에 신뢰가 있
으며, 대학에서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따고 임용고시에 통과한 공인된 교
사가 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또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같은 공간
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전 7세 아동을 둔 부모는 아동의 환경
적응을 위해 병설유치원을 선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국공립유치원의 다양한 장점들 중에 각 소득집단이
국공립 시설을 선호할 때 염두에 두는 장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표 323>에서처럼 2009년「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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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국․공립유치원 선호 이유
(단위 : %, 명)
비용
저렴

신뢰

가까움

교사
자질

보육
내용

기타

전 체(수)

52.2

33.6

2.6

4.8

5.7

1.1

100(1,373)

99만 원 이하

51.6

32.8

6.3

100～149만 원

61.2

25.6

4.1

7.4

1.7

100( 121)

150～199만 원

66.3

23.9

1.5

2.7

5.3

0.3

100( 264)

200～249만 원

56.1

29.8

2.4

5.4

4.9

1.4

100( 205)

250～299만 원

51.7

32.6

3.5

5.8

4.1

2.3

100( 172)

300～349만 원

48.9

36.6

3.8

4.8

5.4

0.5

100( 186)

350～399만 원

51.7

27.6

1.1

4.6

13.8

1.2

100( 87)

400～499만 원

42.1

44.4

1.6

9.5

0.8

1.6

100( 126)

500～599만 원

38.2

47.4

3.9

6.6

3.9

100( 76)

600만 원 이상

16.9

63.4

4.2

7.0

8.5

100( 71)

전체
소득계층

9.3

100( 64)

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저소득층은 주로 저렴한 비용
을 이유로 들었던 반면, 고소득층은 높은 신뢰성을 이유로 꼽았다.
위의 표에서처럼, 99만 원 이하 소득집단은 51.6%가 저렴한 비용을 국
공립유치원 선호 이유로 꼽은 반면, 600만 원 이상 소득집단은 16.9%만이
저렴한 비용을 꼽아 국공립유치원 선호에 있어서 저렴한 비용이 큰 유인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에게 국공립 기관이
갖는 매력은 높은 신뢰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9만 원 이하 저소득
층은 32.8%가 높은 신뢰도를 국공립 시설의 선호 이유로 꼽은 반면, 600
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63.4%가 높은 신뢰도를 이유로 들었다. 이처럼 겉
보기에는 동일하게 국공립 시설을 선호한다고 말하더라도, 소득계층에
따라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측면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사회서비스 시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
다. 각 소득집단의 선호 이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소득층 이용자에게
국공립 시설의 비용절감 측면을 강조하거나, 저소득층 이용자에게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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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신뢰도를 강조한다면, 제대로 유인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기준과 관심사를 고려해서 공공사회서
비스 시설에 대한 홍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사회서비스의 이용 : “만족도와 계층적 분화”
여기서 주요이슈는 사회서비스 이용의 계층적 분화와 만족도이다. 사
회서비스의 실질적 이용단계에서 주요이슈는 사회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소득계층별 서비스 이용의 다층구조에 대한 것이다.
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
2010년「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일반에 대
한 응답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국가 제공 사회복지서비스에 만족한
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82.8%에 달할 만큼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13.8%)과 매우 불만족(3.4%)이라고 답한 응
답자 수에 비하면 사회복지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압도적으
로 많다. 이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
히 높은 수준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응답자의 75.6%가 만족 혹은 매우
만족으로 답했으며, 공공부조는 이보다 낮은 5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개별 사회서비스 분야를 살펴보면, 우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9년「전
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만족도는 앞서 <표 3-17>에서
살펴보았듯이 직장어린이집 만족도(5점 만점)가 3.99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3.61점으로 가장 낮았고, 법인어린이집과 국공립어
린이집은 각각 3.71점, 3.73점으로 나타났다.「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
사」에서도, [그림 3-7]에서처럼 9,000명의 응답자 중 72.6%가 공공기관
주관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
자는 21.6%,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8%에 불과했다. 이는 서비스
분야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
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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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만족도
빈도수
매우 만족한다

6

10.3

42

72.5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8

13.8

매우 불만족스럽다

2

3.4

58

100.0

48

5.8

만족하는 편이다

573

69.8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182

22.2

17

2.1

1

0.1

821

100.0

3

7.9

만족하는 편이다

16

42.1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16

42.1

3

7.9

38

100.0

만족하는 편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체
매우 만족한다

사회보험

매우 불만족스럽다
모름/무응답
전체
매우 만족한다

공공부조

백분율(%)

매우 불만족스럽다
전체

[그림 3-7] 공공기관 주관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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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복지서비스 불만족 이유
2010년「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
은 결과, 앞서 <표 3-5>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응답자의 63.1%가 부족한
공공사회서비스의 양(예 :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공되지 않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음)을 불만사항으로 지적했다. 반면 사회
서비스의 질(예 : 서비스의 품질이 낮음. 수치심 유발. 번거로운 절차)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25.1%였다. 서비스 소비자들이 공
공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서비
스의 품질개선은 그 다음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된다.「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현재 받는 직업훈련 서비스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물은 결과, 훈련
강사의 자질부족(3.3%), 낙후된 시설 및 장비(1.9%), 부실한 교육내용(7.7%)
과 같이 서비스의 품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안보다는, 교육훈련에
대한 정보부족(24.2%),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27.7%), 미흡한 비용지원
(12.8%)과 같이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홍보가 필요한 항목
을 불만사안으로 지적했다.
<표 3-25> 현재 받는 훈련의 부족한 점 1

Valid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부족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미흡한 비용지원
내용이나 방법상의 부실
업무 혹은 취업과의 미약한 연결성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
훈련강사의 자질 부족
기타
소계
9

Missing
소계
전체

빈도수
155
177
82
49
12
12
21
132
640
13
11,081
11,094
11,734

백분율
1.3
1.5
0.7
0.4
0.1
0.1
0.2
1.1
5.5
0.1
94.4
94.5
100

유효백분율
24.2
27.7
12.8
7.7
1.9
1.9
3.3
20.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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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공공기관 주관 체육활동 프로그램 불만족 이유

[그림 3-9] 체육활동 참여촉진의 선행조건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서 공공체육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
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58.3%가 지속적이지 않은 체육서비스 프
로그램을 불만 이유로 꼽았다.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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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부족과 공공사회체육 지
도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부족한 공공체육서비스의 양과 관련
된 불만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응답자들은 국민의 체육활동 촉진을 위
한 선행조건으로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36.8%)과 공공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28.8%)와 같이 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관련된 사안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비스 소비자들이 공공서비스의 품질 개선보다 양적 확대를 선행 과
제로 꼽고 있는 것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에 비해 한국사회의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가 매우 미비하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다층체계
소득계층별 사회서비스 다층 이용구조도 서비스 이용단계에서 주목해
야 할 서비스 이용자의 소비패턴이다.
1) 소득보장정책의 다층체계
먼저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소득보장체계는 [그림 3-10]과 같이 다층구
조로 이루어져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
장(생계급여와 의료급여)과 같은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안전망이 존재하
며,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이 실업, 재해, 노령과 같은 위험에 대한 공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또한 고소득층은 기업복지와 민간보험과 같은 시장
을 통해 소득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분절적 소득안전망
은 빈곤하지만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
부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차상위계층과 안정된 정규노동을 하지 못해 사
회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근로빈곤층과 불안정 노동계층을 소득보
장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하는 문제점을 낳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보면,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수준이나 근로
형태에 따라 위와 비슷한 분절적 다층구조가 관찰된다. 또한 분절적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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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소득보장체계 다층보장망

스 이용구조로 인해 차상위계층처럼 저소득집단이 사회서비스의 사각지
대에 빠지게 되는 반면, 고소득집단은 서비스 과대이용이 문제가 되는 등
각 계층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문제가 다르게 나타난다.
2) 고용서비스 이용의 다층체계
먼저「한국노동패널조사」를 통해 고용서비스의 핵심인 직업훈련 사례
를 살펴보면, <표 3-26>에서 보는 것처럼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저
소득층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저학력자보다는 학력이 높은 집
단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취업자는 8.5%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미취업자는 0.6%만이 직업훈련 수혜경험이 있다
고 답했다. 소득수준별 직업훈련 경험을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직
업훈련 경험이 증가해 99만 원 이하 소득자는 1.5%가, 600만 원 이상 소
득자는 8.9%가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학력으로 보아도 노동시
장에서 제일 취약한 초등학교 이하 저학력자는 1.1%만이 직업훈련을 받
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는 8.9%가 직업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종사상 지위에서도 상용직 근로자는 12.5%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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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 경험이 있다고 답한 데 반해, 일용직 근로자는 단 1.1%만이 직업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편입되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이 직업훈련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직업훈련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미취업자, 저소득층, 불안정 노동
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은 오히려 직업훈련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
났다.
<표 3-26> 소득수준 * 직업훈련 경험 여부
(단위 : %, 명)

취업 취업
여부 미취업
99만 원 이하
100～149만 원
150～199만 원
200～249만 원
소득 250～299만 원
수준 300～349만 원
35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만 원 이상
초졸 이하
중졸 이하
최종
고졸 이하
학력
대재 이상
(전문대 포함)
상용직
임시직
종사상
일용직
지위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있음
8.5
0.6
1.5
3.1
3.1
3.1
4.3
6.7
6.1
8.4
8.5
8.9
1.1
2.4
3.4

직업훈련 경험 여부
현재 받는 중
0.9
0.5
0.3
1.2
0.6
0.5
0.7
0.7
1.0
1.0
1.0
0.8
0.4
0.1
0.7

없음
90.6
99.0
98.2
95.7
96.3
96.4
95.0
92.6
92.9
90.6
90.5
90.3
98.5
97.5
95.9

100(6,363)
100(5,355)
100(1,975)
100(1,072)
100(1,212)
100(1,358)
100(1,259)
100(1,145)
100( 827)
100(1,175)
100( 699)
100( 996)
100(2,039)
100(1,418)
100(4,019)

8.9

1.1

90.0

100(4,242)

12.5
3.8
1.1
5.5
0.8

1.1
0.6
1.3
0.7
0.3

86.4
95.6
97.6
93.8
99.0

100(3,376)
100( 496)
100( 451)
100(1,640)
100( 394)

4.8
(569)

0.7
(84)

94.3
(11,065)

100
(11,718)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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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음 <표 3-27>의 직업훈련 지원형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회사
가 근로자에게 기업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업무향상
연수, 워크숍, 학원비 지원)이 현존하는 직업훈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27>에서 보듯이, 68.2%의 취업자가 회사의 지원으
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기업복지의 혜택을 받는 상
용직 노동자나 대기업처럼 기업복지가 잘 갖추어진 회사에 다니는 고학
력․고소득 근로자일수록 회사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서비스를 받는 비중
이 높게 나타난다.
문제는 기업복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취업자나 불안정 노동자, 저
소득층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표 327>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받는 미취업자는 단지 26.8%
에 불과했고, 60.7%가 정부의 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사설학원에 등록하
거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등 사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
고 있었다.
<표 3-27> 소득수준 * 교육․훈련 지원형태
(단위 : %, 명)

취업
미취업
99만 원 이하
100～149만 원
150～199만 원
200～249만 원
250～299만 원
소득수준
300～349만 원
35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만 원 이상

취업 여부

전체

교육․훈련 지원형태
개인선택
회사지원 정부지원
훈련
68.2
18.4
13.4
12.5
26.8
60.7
31.4
37.1
31.4
60.9
17.4
21.7
61.4
20.5
18.2
53.1
26.5
20.4
57.1
22.2
20.6
69.0
11.9
19.0
60.3
20.7
19.0
73.6
14.5
11.8
63.6
21.2
15.2
70.8
16.7
12.5
63.4
19.1
17.5
(414)
(125)
(115)

전체
100(597)
100( 56)
100( 35)
100( 46)
100( 44)
100( 49)
100( 63)
100( 84)
100( 58)
100(110)
100( 66)
100( 96)
1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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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소득수준 * 교육․훈련비용의 부담자
(단위 : %, 명)

본인
취업
여부

취업
미취업
99만 원 이하
100～149만 원
150～199만 원
200～249만 원
소득 250～299만 원
수준 300～349만 원
35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만 원 이상
전체

11.7
32.1
20.0
8.7
18.2
12.2
15.9
13.1
13.8
9.1
10.6
16.7
13.5
(88)

교육․훈련비용의 부담자
부모님
정부
혹은 가족 회사
친지
0.3
67.3
20.1
19.6
10.7
35.7
2.9
31.4
42.9
2.2
60.9
28.3
2.3
65.9
13.6
57.1
28.6
3.2
55.6
25.4
2.4
64.3
17.9
3.4
65.5
17.2
2.7
71.8
16.4
1.5
66.7
21.2
63.5
19.8
2.0
62.5
21.5
(13)
(408)
(140)

기타
0.5
1.8
2.9

2.0
2.4

0.6
(4)

전체
100(597)
100( 56)
100( 35)
100( 46)
100( 44)
100( 49)
100( 63)
100( 84)
100( 58)
100(110)
100( 66)
100( 96)
100
(653)

회사 중심의 직업훈련 문화와 열악한 공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직업
훈련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킨다. <표 3-28>과 같이 취업
여부, 소득수준에 따라 직업훈련 이용자의 직업훈련 비용부담 주체를 살
펴보면, 취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은 주로 회사가 비용을 부담(67.3%)하였
고, 정부의 지원도 20.1%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미취업자의 직업훈련은 본인(32.1%)과 가족(19.6%)이 직업훈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물론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부담
하는 경우가 전체 미취업자의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취업자 직
업훈련의 정부지원도 20.1%에 이르는 것은 감안했을 때, 정부가 미취업
자 직업훈련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소득수준에 따라 직업훈
련 비용의 부담자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비슷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즉 저
소득층일수록 자비로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고소득층
일수록 직업훈련에 대한 자비부담이 줄어들고 회사를 통해 교육비용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현재 저소득층, 미취업자일수록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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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개인부담이 높은 상태로, 한국사회에서 직업훈련의 형평
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래 <표 3-29>에서 취업 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하는 직업훈련
기관이 무엇인지를 보면, 미취업자는 39.3%가 사설학원에서 자격증 취득
공부나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자는 56.4%가
기업과 연계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 공공훈련기관을 이용
하는 비율은 취업자가 10.9%, 미취업자가 12.5%로 큰 차이가 없었다. 소
득수준별 훈련서비스 이용을 보면, 저소득층은 복지관 서비스를 상대적
으로 많이 이용(99만 원 이하 집단 20%)하고, 고소득층은 압도적으로 사
업주의 지원을 통한 훈련(600만 원 이상 집단 56.3%)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3-29> 소득수준 * 교육, 직업훈련실시기관
(단위 : %, 명)
교육, 직업훈련실시기관
사업주
공공
대학
여성
직업
협회,
통신
또는
전체
사설
복지관,
직업
또는
인력
기타
훈련
단체,
교육
사업주
학원
구청
훈련
전문대학
개발
법인
연구소
기관
단체의
기관
부설기관
센터
훈련기관
취업 취업
여부 미취업
99만 원 이하
100～149만 원
150～199만 원
200～249만 원
소득 250～299만 원
수준 300～349만 원
350～399만 원
400～499만 원
500～599만 원
600만 원 이상

3.7 2.2 10.9
39.3 12.5 12.5
8.6 2.9 17.1
10.9 4.3 13.0
9.1 2.3 2.3
8.2 10.2 12.2
11.1 1.6 7.9
4.8 2.4 10.7
6.9 5.2 19.0
8.2 2.7 10.0
4.5
9.1
1.0 2.1 11.5

56.4
10.7
25.7
52.2
56.8
44.9
50.8
54.8
48.3
60.9
51.5
56.3

6.0
3.6
2.9
2.2
4.5
2.0
3.2
10.7
5.2
5.5
6.1
9.4

12.7
1.8
17.1
13.0
20.5
12.2
9.5
9.5
10.3
9.1
16.7
9.4

4.5
10.7
20.0
4.3
2.3
10.2
11.1
1.2
3.4
1.8
3.0
4.2

3.0
5.4

전체

6.8 3.1 11.1
(44) (20) (72)

52.4
(342)

5.8
(38)

11.8
(77)

5.1
(33)

3.2 0.5 0.3
(21) (3) (2)

4.8
4.8
1.7
1.8
9.1
5.2

0.2 0.3 100(597)
3.6
100( 56)
5.7
100( 35)
100( 46)
2.3 100( 44)
100( 49)
100( 63)
1.2
100( 84)
100( 58)
100(110)
100( 66)
1.0 100( 96)
100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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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취업훈련서비스 다층적 이용행태

위에서 살펴본 취업 여부와 소득계층별 직업훈련 이용행태를 단순화하
여 정리하면, [그림 3-11]처럼 취업훈련서비스 이용이 다층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소득층, 정규직 취업자는 기업복지 차원에서 제공
되는 회사지원 직업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에 대한 간접적 정
부지원이나 고용보험과 연계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지원 직업
훈련을 받고 있었다. 또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자비부담률이 매우
낮고 회사 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 비정규직 취업자는 주
로 자비를 부담해 사설학원을 통해 취업훈련을 받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
다. 물론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은 공공근로,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
지와 같은 정부의 재취업프로그램이나 복지기관의 고용서비스를 이용하
는 경우도 있었지만, 차상위계층 이상의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청
년 구직자는 대부분 정부의 재취업훈련 프로그램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이들은 공공취업훈련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거의 전적으로 본인과 가족
의 부담으로 사설학원에서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
이다.
이처럼 고소득층,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다양한 직업훈련서비스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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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반면,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현재의
고용서비스 다층체계는 사회서비스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보편화와 형평성을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놓
여 있는 차상위계층, 불안정 노동계층을 염두에 둔 고용서비스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보육서비스 이용의 다층체계
보육서비스에서도 소득계층별로 서비스 이용의 다층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일수록 아동이 보육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거
나 방임되는 경우가 많고, 고소득층 가구의 아동은 교육열풍 속에서 과도
한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표 3-30>의 소득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을 보면, 소득수준
이 낮을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사립)유치원보다는 교육기능은 부족하지
만 유치원보다 저렴한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반면 고소득층은 비용은 비싸지만 교육기능이 강화된 (사립)유치원
을 선호했다. 일례로 99만 원 이하의 가구 아동은 65.5%가 어린이집을,
33.3%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600만 원 이상의 가구 아동은
31.5%가 어린이집을, 58.6%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보육서비스 이용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고소득층일수록 기본적인 보육
기관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교육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30>에서 볼 수 있듯이, 고소득층 아동은 유치원 외에도,
반일제 이상 학원, 특기 및 보습학원, 문화센터 등 사설 교육기관을 이용
하는 비율이 저소득층보다 눈에 띄게 높다. 또한 고소득층 아동은 교재교
구 방문교육, 예체능 방문교육, 학습지, 개인과외 등 개인 방문교육 서비
스를 받는 사례도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저소
득층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 외에 다른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
이 매우 낮았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 중 예체능, 교재교구 방문교육이나
개인과외를 받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예외적으로 개인교육 서비스 중 방
문학습지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을 막론하고 이용률이 높아, 최저소득
층은 26.2%가, 최고소득층은 45.9%가 아동 방문학습지를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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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유아 소득수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단위 : %, 명)

～99 100～ 150～ 200～ 250～ 300～ 350～ 400～ 500～ 600만
만 원 149 199 249 299 349 399 499 599 원～ 전체
기관 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 이상 학원
특기 및 보습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문화센터 등 사설
기관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예체능 방문
과외
학습지(방문포함)
기타(인터넷 포함)
개인 양육지원
동거 조부모
비동거 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동거 비혈연
육아전문파견인력
기타 비혈연
(수)

65.5 64.4 62.0 50.5 50.7 42.3 46.7 42.8 36.7 31.5 49.9
33.3 27.4 27.4 41.4 38.3 47.0 39.6 42.2 45.9 58.6 39.4
1.3 1.8 3.0 0.5 1.1 0.6
1.8 1.2
2.4 0.7 1.7 2.7 2.0 5.5 8.8 6.6 15.6 7.2 4.6
10.7 8.2 7.9 8.6 13.4 17.4 16.5 16.3 20.4 23.4 13.5
1.2 1.4 0.9 0.5 0.5 1.5 2.2 1.2 1.8 4.5 1.3
2.7

2.2

3.2

1.4

0.9

1.8

4.8
6.2
0.7
2.1

6.6
4.4

4.0

5.0

7.8

7.8

5.5

7.2

4.4

2.5 5.0 5.6 4.8 11.1 8.1 3.7
0.5 0.5
0.6 2.8 8.1 1.0
0.5 0.5 1.5
0.6 1.8 2.7 0.7
26.2 30.1 42.4 35.1 50.7 51.7 45.1 40.4 48.1 45.9 42.2
0.5 1.1
0.9 0.2
4.8
10.7

5.0 5.5 3.5 7.8 14.5 13.8 20.7 8.0
8.6 13.9 10.4 14.3 11.4 18.5 27.0 11.4
1.5 1.1 1.8 1.8 0.9 0.7
2.4
0.9 1.4 3.0 1.0 1.1 2.4 1.9 4.5 1.9
1.8 0.1
0.5
1.8 0.2
1.2
1.3
0.5 0.5 3.3
7.3 7.2 1.6
(84) (146) (229) (222) (201) (201) (90) (166) (109) (111) (1,559)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저소득층 아
동 학습지 지원사업의 효과이기도 하며, 소득수준을 막론하고 아동교육
에 대한 한국 부모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학습
지를 비롯한 사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이용자는 고소득계층이었다. 가족
의 돌봄 지원에 있어서도 고소득층이 가족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에서 돌아온 아동은 부모가 맞벌
이를 하거나 아동을 직접 돌보기 어려울 때에 부모 외의 양육대행자의 돌
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표 3-30>에서 개인양육 지원수준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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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가정의 상당수가 동거․비동거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동을
돌보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 가정은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600만 원 이상 가구의 47.7%
가 아이를 돌볼 때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저소득층은 약
10% 정도만이 아동양육에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는 고소득층 가구일수록 맞벌이 부부가 많아 조부모의 도움에 더 의
존하고, 저소득층 가구는 상대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적어 양육자가 보육
시설에서 돌아온 아이를 직접 돌보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러나 통계청 2011년「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최근 이혼율과 미
혼부모의 증가로 한부모가정이 전체 17,687조사가구의 9.3%(1,639가구)를
넘었고, 이로 인해 한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동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가정 중 상당 비율이 저․중소득층 가구
에 속한다고 했을 때, 한부모 양육자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홀로 방치되는 아동도 적지 않을 것
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09년『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
고서』에 따르면, 2009년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5,685건) 가운데 아동방임
이 전체의 35.6%를 차지해 가장 많은 아동학대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서도 방임아동을 포함해 사회적 돌봄
을 받지 못하는 ‘나홀로 아동’이 약 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방임은 주로 취약가구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나홀로
아동이 아동성폭력과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된다는 점에
서 정부가 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아동방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2]는 앞에서 논의한 소득계층별로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종류
와 이용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고소득층
가구의 아동일수록 더 다양한 보육기관과 학원, 개인교육, 돌봄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은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과 학습
지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
고, 조부모의 돌봄 지원도 고소득층 아동에 비해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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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소득계층별 보육서비스 종류와 이용률

보육서비스 다층체계

보육시설
유치원
300

반일제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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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습지

특기보습학원

교구방문과 과외

가족양육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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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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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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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그림 3-13] 보육서비스의 다층적 이용행태

저소득층

고소득층

[그림 3-12] 를 좀 더 단순화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3-13]과 같다.
[그림 3-13]은 보육서비스에서 각 소득계층별로 당면한 문제가 서로 상반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저소득층 아동의 가장 큰 문제는 보육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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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이후 책임을 지고 아이를 돌볼 양육자가 없어서 발생하는 아동방
임의 문제이다. 반대로 고소득층 아동은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한 아동의
스트레스와 부담, 사교육비 부담을 꼽을 수 있다. 조부모 등 가족의 돌봄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상과 공적인 돌봄 시스템의 부재도 한국 보
육서비스 체계가 당면한 문제이다.

제3절 사회서비스 소비과정을 통해서 본 전달체계 개선방향의
시사점

제2절에서는 사회서비스 소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관
점에서 한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소비측
면의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기관 및 시설확충, 서비스 전달에 있어 민관협
력 활용방식 등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맞춘 기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연
구에 대한 보완적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장에서는 사회서비스
소비과정을 크게 욕구인식, 정보수집, 선택, 이용, 재이용(재탐색)의 5단
계로 나누고, 그 중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인식, 정보수집, 선택, 이용
과정을 따라가며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향의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했다. 각 단계별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욕구측면
욕구인식 단계를 보면, 사회구조와 문화의 변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급증한 반면,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전반적
으로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잔여적 서비스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전히 보육, 의료, 고용,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족과 민간
영역에 대한 의존도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각 분야별 사회서비스 실태
조사 응답자들은 사회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정부 제공 서비스의 양적 확
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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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서비스 소비자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했을 때 사회복지서비
스 전달체계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을 일부 저소득층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 소득계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과 재원마련에서 정부가 일차적 책임주체
가 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품질 제고는 전달체계 개편과정
에서 모두 중요하지만,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욕구에 비해 서비
스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양적 인프라
구축과 시설 확충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정보수집 측면
정보수집 단계를 보면, 각 분야별 사회서비스 통계자료 분석결과 이용
자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무지와 정보 불평등분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정보에 대한 낮은 정보접근성은 사회서비스의 사
각지대를 양산하며, 특정 집단에게 서비스 정보가 쏠리는 현상은 중복수
혜, 부정수급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정보수집 단계에서 관찰
된 또 다른 특징은 한국에서 사회서비스 수요자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관할하는 서비스 정보보다 주로 가족, 친지, 친구와 같은 사적 인간관계
망이나 인터넷을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적 인프라가 약한 저소득층이 사회서비스 정보에서 소외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보의 불균등분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과정을 고려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때에는 정보전달체계상의 개선이 수
반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있어 단
지 시설확충이나 제도도입과 같은 공급체계의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서비스 제도의 보편화는 정보의 보편화를 전제할 때 비로소 실질적
으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체계 개편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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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전달체계 확충과 개
편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사회서비스 정보에 더
욱 무지한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접근성과 보편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정보수집에
있어서 사적 경로를 선호하는 이유들(신속성, 이용자 친화성, 생활 밀착
성 등)을 파악해 공공정보전달체계를 개선할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
컨대 공공정보전달체계 내에 서비스 수요자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수요자와 공급자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온라인 정보
망과 오프라인 정보센터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서비스 선택측면
서비스 선택단계를 살펴보면,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
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물리적 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시설,
사회체육시설처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서
비스의 품질보다 집과의 거리가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고 있으며, 의
료시설처럼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에서도 거리접근성이 중요한 변수인 것
으로 나타났다.
거리접근성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로 산업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
가, 일-가정 균형정책으로 집보다 직장에서의 거리가 가까운 직장보육시
설, 직장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사회서비스 확충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직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시설을 항상 선호하는 것
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은 양육자에게 만족도가 높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열악한 외부환경, 장시간의 시설생활 등을 고려할 때 바
람직한 돌봄이 아닐 수 있다. 또한 직장체육시설은 한국 직장문화의 특성
상 이용자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운영주체의 선호도와 선택이유가 소득계층별
로 다르게 나타났다. 보육서비스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비용
이 저렴한 국공립기관을, 고소득층은 프로그램이 다양한 민영기관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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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는 경우 그 이유를 소
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저렴한 비용을, 고소득층은 높은 신뢰
도를 꼽는 등 동일한 운영주체를 선호할 때도 소득계층별로 상세한 이유
는 다르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서비스 기관 선택과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서비스를 선택할 때 중요한 선택요인이 ‘물리적 거리’라는 사
실은 서비스 품질이나 만족도가 높지 않은데도 거리접근성이 높기 때문
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시설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서비스 이용자가 특정
운영주체를 선호하는 것이 반드시 그 운영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
한 이용자의 선호와 만족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
히 국공립 및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을 선택할 때, 이용자는 사회복지서비
스의 제도적 환경에 따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거리접근성이 높은 기관
을 희망 이용기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과 같이 특정 운영
주체를 선호하는 것이 반드시 그 운영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
용자의 선호와 만족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직장보육시설이나 직장체육시설과 같은 직장 중심 사회서비
스 시설이 사회서비스 확충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
만을 바탕으로 직장 사회서비스 시설의 증설을 무조건 지향하기보다 한국
의 기업과 가정문화, 구매자(양육자)와 실질적인 이용자(아동)의 입장을 입
체적으로 고려해 직장 중심 사회서비스 시설을 증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계층별 특정 운영주체의 선호도와 선호 이유가 다르다는 점
을 인식해,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홍보할 때 각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시설개선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이용측면
서비스 이용 단계를 살펴보면, 각 분야별 사회서비스 통계자료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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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불만족의 이유는 대부분 질보다 양의 부족에
맞춰져 있었다. 이는 현재 사회서비스의 질이 우수하다는 평가일 수도 있
지만, 이보다는 공공서비스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서 오는 불만
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득계층별 이용실태를 보았을 때, 고용서비스, 보육서비스 등 다
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서비스의 이용행태가 계층적으로 매우 분
화·분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사회
적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이 오히려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고용서비스의 경우, 고학력이나 정규직은 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다양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인지출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저학력 비정규직이나 차상위계층 이상의 실업자들은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자비로 사설학원에서 취업훈련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육서비스 이
용에 있어서도 계층적 분화가 뚜렷이 나타나, 저소득층은 준방임의 상태
에 놓인 아동이 많은 반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다양한 보육방편의 활용
에 더해 일견 과도할 정도의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실태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불만족의 이유가 질보다 양의 부족에 맞춰져 있는 것
을 고려했을 때, 사회서비스의 절대적 양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 사회서비
스 개선에 있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 사
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빈곤층 중심의 공공서비스
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시장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입할 여력
이 없는 차(차)상위계층을 시작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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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및 문제 제기

한국에서 보육서비스는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되고 있다. 2000년대 저
출산 담론 확산 이후로 정부는 보육서비스 확대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
고 있다. 보육정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
산만 하더라도 2005년 3,349억 원에서 2011년 2조 원을 넘어섰고, 2012년
예산은 2조 3,913억 원이 책정되었다. 재정의 40〜60%를 매칭(matching)으
로 지원해야 하는 지방정부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5조 원을 넘어섰다1).
하지만 여전히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 보육지원 확대에 대한 이
용자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그 이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전
달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2년 0～2세와 만 5세 보육료 지원이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되었고,
2013년부터는 만 3～4세 보육료 지원 역시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보육료
지원대상의 전면 확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특히, 기획재정부), 지방정부,
어린이집,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거세다2). 보육료
1) 2012년
비 2조
총 3조
2) 2012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총 5조 4,403억 원(국비 2조 3,913억 원, 지방
4,494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996억 원)이다. 이 중 0～2세 보육료가
8,824억 원으로 예산총액의 약 71%에 달한다.
3월부터 0～2세 보육료 지원 전면 확대가 시행된 후, 재원을 공동 부담

114

고용-복지 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지원 확대는 보육에 대한 공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환영
할 만한 일이고, 이를 둘러싼 논란 역시 보육정책이 중요한 정치적․사회
적 이슈가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보육의 문제가 주로 ‘보육비용’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 그리하여
정작 중요한 전달체계상의 문제나 보육서비스의 질의 문제는 제대로 논
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 분명한 정책목표하에 체계적이고 합의를 도출하
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보다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대립하고 갈등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가 서비스의 품질 개선, 이로
인한 만족도와 체감도 개선, 궁극적으로는 보육서비스가 추구하는 아동
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의 고용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생산, 공급되는 구조, 서비
스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보
육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보육서비스 전달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서비스 공급주체별 제공현황을 소개하고,
민간보육시설 과잉공급 구조 문제, 보육서비스 질 관리의 문제, 보육교사
에 대한 낮은 처우 문제 등 전달체계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서문희 외, 2009; 류연규․김영미․정익중, 2011;
백선희, 2011 등).
하지만 구조와 함께 중요한 것이 ‘행위자의 행태’이다. 보육서비스 전달
과 관련된 행위자들에는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
과 보육교사, 서비스 이용자인 아동과 실질적인 서비스 선택자인 부모,
재정 지원과 관리 및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최근
신문기사 등 언론보도를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상의 탈
하는 지자체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성명
서 발표 등 집단적인 반발을 하였고, 8월 서초구가 시행 중단을 선언한 것을 시
작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 조기 고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기
존에 가정에서 양육하던 아이들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서 일부 지역에
서는 공급부족 현상까지 초래되었고, 특히 맞벌이 가구들이 어린이집 구하기에
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수요자 내부의 갈등까지 불거지게 되었다. 7월 초, 기
획재정부 차관의 ‘보육료 전면 지원 중단 검토’가 발표되자, 이를 둘러싼 논란은
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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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불법, 거액의 권리금을 얹어 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상들3)은 보육서
비스 ‘행위자들의 행태’에 주목하게 만든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들의 보육
료 부정수령(아동허위등록, 이용아동 출석부 허위작성 등)에 부모가 협력
하는 문제 등은 서비스 이용자가 ‘욕구를 가진 대상자’라는 특성뿐만 아
니라,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속성도 갖고 있음을 보
여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 초 만 0～2세 보육료 지원이 전면 확대되자, 미
리 예측하지 못한 가수요가 급증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보육예산이 급
증하고,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필요로 하는 맞벌이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
용이 어려움을 겪는 일련의 상황들4) 역시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행위자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혹자는 현재 보육료 지원을 둘러싼 정치권,
중앙정부, 지방정부, 부모 등 행위자들의 행태를 두고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개인들의 이익추구로 전체 공공의 이익이 파괴
된다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5) 체계적인 보육목표하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기보다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
책이 추진, 시행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표현
은 어느 정도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행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상에 존재하는 ‘행위자’들
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육서비
스 제공기관은 유형별(국공립, 민간 등)로 이해관계가 다를 것이기 때문

3) 2011. 12. 4일자 한국일보 기사 “원생 1명당 1,000만 원 어린이집 권리금 거래”,
2012. 2. 11일자 오마이뉴스 기사 “어린이집의 쩐의 전쟁, 불법이 판친다”, 2012.
4. 6일자 동아일보 기사 “어린이집으로 돈 벌자. 창업붐 타고 억대 권리금” 등.
4) “보육료 지원 전면 확대 실시 이후, 소득 상위 30% 가구의 영유아가 새로 유입
된 것은 물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던 주민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어린
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기사내용(경향신문, 2012. 7. 4일자), “지난해 말과 비교
해 올 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가 22,906명(23.8%) 늘었고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소득상위 30% 가정도 지원대상의 45.5%(45,750명)가 늘어
났다”는 기사내용(한겨레신문, 2012. 7. 4일자)은 이를 뒷받침한다.
5) 매일경제 2012. 7. 5일자 기사 “아기들 울어대자 정부 못 견디고 꺼낸 카드가 헉”,
7월 10일자 기사 “[기자24시] 무상보육과 시몬 페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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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선호 및 행동이
공급기관에 따라, 수요자 특성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지 분석하고, 이러한
행동에 유인을 제공하는 정부의 보육정책과 보육서비스 시장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행동, 선호, 유인이 다양한
공급주체(유형)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방식들
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보육서비
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
의 행위자들에게 어떠한 유인과 규제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제까지 보육서비스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이 연구들은 서
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서비스 전
달체계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문제들을 주로 지적해 왔을 뿐, 공급주
체들을 면밀하게 구분하여 분석하거나 행위자들에 주목하여 분석을 실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며, 행위자에 기반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이론적 논의 검토

1. 보육서비스의 특징과 국가개입의 정당성
보육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모든 아동들에게 삶
의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고, 아동
빈곤감소와 범죄예방을 통해 사회통합 및 사회응집력을 확대하는 등 다
양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Friendly, 1997; Vandell and Wolfe,
2000). 그리고 아동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의 우수한
인력, 미래의 잠재적 납세자를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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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가져오는 자산이 되고 확충된 복지서비
스는 다시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효과를 갖는다(허재준 외, 2011). 이런 이유로 보육서비스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전략의 중요한 정책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여성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도구로도 여겨
지는데,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원이 없을 경우, 아동양육의 주된 책
임을 맡고 있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혼여성
의 경력단절은 특히 취약계층의 빈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아동
빈곤과도 직결된다. 그리고 세계최저 출산율 상황에 놓인 한국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출산율 제고 역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정책목표 중 하나
이다.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복지국가들은 기존의 복지재정 긴축
경향과는 달리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 다양화하고 있고, 투입예
산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Pfau-Effinger, 2005, 2006).
보육서비스가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국가개입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공급주체들이 제공
하는 서비스들 중 소비자가 선택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서비스 시장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개별 소비자의 선택이 이익 극대화로 이어지기 위해
서는 정보실패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즉 보육기관 선택 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지은구․김은정, 2010).
정보 획득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보육서비스 품질
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크게 구조적 요소와 과정적 요소가 있는데6), 대개
구조적 요소에 대한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아동의 인지적, 정서
적, 육체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적 요소에 대한 정보는
쉽게 얻기 어렵다. 특히 보육서비스의 경우 직접적인 서비스 수혜대상은

6) 구조적 요소는 교사-학생비율, 교사의 교육훈련 수준, 시설의 물리적 환경 등의 하
드웨어적 요소이고, 과정적 요소는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 교과과정의 내용
및 수준 등의 소프트웨어적 요소이다(Hayes et al., 1990; Love et al., 1996; Lamb,
1998; Clarke-Stewart and Allhusen, 2005; 김근세․김주희, 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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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 반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대상은 부모라는 점에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정보실패로 보육서비스를 잘못 선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
동발달에 있어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부정적인 결과
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공급주체(공공, 민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보육인증평가
와 정기적인 감독 등과 같은 규제, 기관운영과정에서의 부모 참여 강화, 모
니터링단 운영 등과 같은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정보 이해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의 전문성 수준이 너
무 높으면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에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각하게 발
생할 수 있는데, 보육서비스의 경우 의료서비스에 비해서는 전문성이 낮
지만 일반적인 대인 돌봄서비스와 비교하면 교육적․정서적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아동의 발
달단계에 맞추어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비교, 평가한 후
양질의 서비스와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지은구․김은정, 2010).
그리고 보육기관 선택 시 서비스 품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고
려되는 것은 ‘근거리’(주로 집, 차선으로 직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자
유로운 선택은 애초에 어려운 상황이다. 즉 서비스 이용자가 기관 선택
시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비스 품질을 일정수준 이상 평가
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비용효과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이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가 이를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택한 것
은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보육서비스 공급주체 유형과 특징에 관한 논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지원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개입의 방식과 수준은 국가들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스웨덴7)과 프랑스
7) 스웨덴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중심으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었으
나, 1992년 민간의 보육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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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47.8%(2008
년 기준)의 어린이집을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8). 반면 영국은 2009년 기준
으로 전일제 보육기관의 10%만이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고, 66%는 민간
기관, 22%는 자원(voluntary)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백선희, 2011: 73).
미국 역시 대부분의 보육서비스가 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데, 1990
년대 이후에는 영리기관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강혜규 외, 2007: 245)9).
이처럼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육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의 제공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특히 복지혼합, 복지다
원주의 논의와 함께 서비스 공급에서 민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이다.
결국 보육서비스의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국가개입의 필요
성, 정당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하나, ‘보육서비스를 누가 제
공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 유형의 우월성이
입증되기보다는 각 공급주체별 장점과 단점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는 상
황이다.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정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의 특징과 장단
점에 주목한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민간에 맡길 경우 관료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높일 수 있고,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조응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논의된다. 민간기관은 영리기관
과 비영리기관으로 구분되는데, 비영리기관10)은 사회서비스 전달에서 가
장 적합한 행위자로 주목받아 왔다(Alcock and Scott, 2007; Anheier and

법 개정으로 1990년부터 1999년 사이 민간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비율
이 5%에서 15%까지 증가했다. 초기에는 대부분 부모협동조합이었으나, 이후 영
리기업이 급속하게 증가했다(강혜규 외, 2007: 305～306). 하지만 여전히 전체 보
육시설의 80% 정도는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보육시설이다(Sveriges officiella
statistik, 2009).
8) 출처 : http://www.mhlw.go.jp/toukei/saikin/hw/fukushi/08/index.html
9) 1977년 아동보육서비스 시장점유율이 비영리 53.9%, 영리 46.1%였던 것이, 1997
년 비영리는 38.2%로 감소했고 영리는 61.8%로 급증하였다.
10) 비영리기관은 다음의 세 가지 속성을 갖는데 첫째 대부분의 비영리기관들은 세제
상의 혜택을 누리고, 둘째 잉여 자원을 배분하지 않으며, 셋째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혜원 외, 20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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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bel, 1990; Evers, 1995; Kendall, 2000; Salamon, 1995). 비영리기관들
은 수익이 아니라 조직의 미션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영리기관보다 공
공성을 지닌 행위자로서 사회적 신뢰가 높다(Davies, 2010). 취약계층에
게 더 친화적이며,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를 민주적으로 정책집행에 반영
해(Giddens, 1998; Glendinning et al., 2002)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Hopkins, 2007). 유럽국가들,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
아는 제3섹터 비영리단체가 사회서비스 공급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
는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강혜규 외, 2007).
국가마다 보육서비스 공급에서 공공(정부), 영리기관, 비영리기관의 비
중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보육서비스의 특성과 시장구조를 고려해 선
택했다기보다는 국가별 역사적 전통과 상황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해당 국가의 사회서비스 전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중에서 어떤
기관이 서비스 전달자로서 본질적으로 우월한지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는
없다(Griffiths and Durkin, 2007; Stafford et al., 2007; Loumidis et al.,
2001). 다만 각 전달주체들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른 우위 혹은 장단점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호는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 또한 국가마다 상이한
제도적 맥락과 행위에 대한 유인 구조로 인해 일반화된 비교, 평가를 내
리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보육서비스 유형별 특징과 질적 수준에 대한 비교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거
나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혹은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중 한 측면에 초
점을 맞춘 연구들이었다(원영미, 2000; 주혜영․이대균, 2001; 김인, 2003;
이주연․이사라, 2006; 김근세․김주희, 2010). 이 중 김근세․김주희(2010)
의 연구는 가장 최근 연구이고 보육서비스의 구조11)와 보육서비스 과
정12), 보육서비스의 결과 등 보육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이것이 국공립, 비영리, 영리(민간개인)기관별로 얼마나
11) 교사-아동비율, 시설규모, 교사의 평균 교육수준, 평균임금, 평균 근무시간, 시설
재정에서 공적자금이 차지하는 비중, 시설의 시장중심성 등.
12) 보육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보육교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제4장 보육서비스 공급유형별 행위자 분석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121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했다.13)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수준, 임금, 노동시간, 시설재정에서 공적자금이 차지하는 비중, 시설
의 시장 중심성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점수가 가장 높
고, 민간개인시설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시설과 비영리시설 간에는 월평균 임금을 제
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아동
의 상호작용과 고객만족 측면 역시 국공립시설과 비영리시설이 민간개인
시설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급유형별 현황과 특징을 조사, 연
구한 것은「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 유일하다. 이 조사는 보육기관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도 실시하여 공
급자와 수요자의 현황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14)

3. 한국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개입의 특성
한국에서 국가의 보육서비스 지원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법의 주요대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로 잔여적 성격을 보여준
다. 1990년 당시 보육시설은 1,919개소에 불과했지만, 정부 지원의 시작으
로 보육시설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민간개인 및 가정보육시설
들이 공급을 주도하였다. 당초 민간영역에서 법인, 민간,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지자체장은 지역의 보육수요와 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인가를 하도록 되
어 있었다. 하지만 보육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1999년 신고제로 전환하였
다가 2004년 다시 인가제로 환원하였다. 현재까지 많은 민간개인들이 보
13) 서울시 소재 시설들만이 포함되었고, 보육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
라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14) 이후 제3절에서의 분석은 상당 부분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루어질 것이다. 원자료(raw data)가 개별 연구자에게 제공되지 않아 엄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보고서에 제시된 빈도분포표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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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서비스 생산에 참여하게 된 것은 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가 신고
제로 전환하거나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
노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저출산 위기 담론의 확산으로 정부의 보육정책이 강화
되기 시작했고, 특히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급속하게 증가해 왔다.
보육정책이 갖고 있던 잔여적 성격은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
을 통해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추상적인 정책
목표상에서는 보편적 보육정책으로 나아갔다. 현재 보육서비스 관련 국
가의 개입은 크게 규제 및 품질 관리와 보육시설 지원, 보육료 지원 세 가
지로 구분된다(표 4-1 참조).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생산자로서의 역할
은 미약하고15), 주로 규제자 역할과 재원공급자(공급자 지원, 수요자 지
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9월부터 보육서비스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
는데, 보육료 지원방식이 기존의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이용자 지원방식
<표 4-1>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개입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지원

규제 및 품질관리

․만 0～2세 보육료(전 계층)
․만 3～4세 보육료
(소득하위 70%)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전 계층)
․맞벌이가구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아동 보육료
․시간연장 보육료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보육시설 설치 지원
․인건비 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
사부 등)
․프로그램 지원
․기본 보육료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기능보강비 지원

․보육종사자 관리
- 자격관리
- 양성교육
- 보수교육
․보육시설 관리
- 등록, 설립관리
- 운영관리
- 평가인증 관리
․정보관리
- 보육정보센터 운영
- 육아정보센터
운영 등

자료 : 지은구․김은정(2010),「2012 보육사업안내」를 참조하여 재구성.
15) 2011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2,116개로 전체 보육시설의 5.3%에 불과하
며, 이마저도 그 중 71개소(3.3%)만이 직영방식이고 나머지 대부분(96.7%)은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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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용대상 가정에 전자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바우
처 방식을 도입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공급기관 간
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의 개선을 이룬다는 취지
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바우처 방식을 통해 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서비
스 이용비용 부담이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효과가 드러나지 않
고 있고, 면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육서비스 행위자 분석에 앞서, 한국의 보육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
보기 위해 각 서비스생산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표 4-2>와 [그림
4-1], [그림 4-2]와 같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 135만 명이 어린이
<표 4-2>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시설 수(2011. 12. 31 현재)

전체

어린이
집수
아동
현원

39,842
(100.0)

국공립

2,116
( 5.3)

법인

법인 외

1,462
(3.7)

870
(2.2)

1,348,729 143,035 112,688
(100.0) (10.6)
(8.4)

50,676
(3.8)

민간
개인
14,134
(35.5)

가정
직장 부모협
어린이 어린이 동어린
집
집
이집
20,722
(52.0)

449
(1.1)

89
(0.2)

706,647 308,410 24,987
(52.4) (22.9)
(1.9)

2,286
(0.2)

자료 : 보건복지부,「2011년도 보육통계」.
[그림 4-1] 시설유형별 비중(보육시설 수 기준) [그림 4-2] 시설유형별 비중(보육아동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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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아동(2,283,821명)의
59%에 해당하는 수이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564,834명)까지 포
함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전체 아동의 83.8%
에 이른다. 하지만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10.6%만이 국공립보육시설에 다
니고 있고, 무려 75.3%의 아동들이 민간개인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유형별 시설의 수를 보면 약 4만 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
이집은 5.3%에 불과하고, 민간개인과 가정어린이집이 87.5%에 달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보육서비스 제공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개인사업자에 의
해 주도되고 있고, 국가나 비영리법인, 직장, 부모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
체들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자 특성별 규모를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영유아 법정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구 등)’
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전체의 2.8%에 해당한다. 다문화 가정 아동은
2.6%, 장애아동은 1.4%로 취약계층 아동이 약 8%를 차지한다. 김혜원 외
(2008)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생산하더라도 비영리법인
보육시설이 저소득층 자녀나 장애아와 같은 취약 아동에게 주로 서비스
를 제공한다면, 비영리 보육시설과 영리 보육시설은 다른 서비스를 생산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표 4-4>는 보육시설 유형별로 가
구소득 및 아동특성별 보육아동 비율이 어떠한지 보여준다.
<표 4-4>에 의하면, 저소득층 자녀(1층, 2층)와 장애아 등 취약아동이
가장 많이 속한 시설은 법인 보육시설(27%)인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민
<표 4-3>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2011. 12. 31 현재)
전체
전체
991,310
영유아 법정 27,955
영유아
815,230
장애아
14,405
다문화
26,209
만 5세
방과후

0세
112,933
2,182
104,765
548
5,438

1세
188,198
4,301
175,156
699
8,042

자료 : 보건복지부,「2011년도 보육통계」.

2세
244,469
6,749
230,061
1,681
5,978

3세
196,531
7,521
182,762
2,501
3,747

4세 5세 이상
133,908 115,271
7,201
122,477
9
2,294
6,682
1,933
1,071
99,334
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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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사유 백분율 분포(2009. 4)

전체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개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일반 1층

2층 3층 4층 5층 만5세아

42.4
27.1
32.8
41.6
37.6
88.6
54.3
86.5

16.4
13.0
18.8
17.2
17.5
1.8
15.5
2.3

3.5
3.1
3.8
4.8
3.7
0.4
2.7
0.1

8.1
6.7
8.5
7.2
8.7
1.1
8.1
1.5

9.2
7.8
9.0
7.9
9.9
2.1
9.5
2.6

8.0
7.2
7.6
6.5
8.5
3.5
8.3
2.7

10.9
12.8
14.8
13.2
13.1
2.3
0.8
3.2

장애
아

농림부
지원

수

1.4
2.3
4.4
1.4
0.9
0.2
0.8
1.1

0.1
0.2
0.2
0.1
0.0
-

1,009,654
120,798
100,356
49,328
544,560
18,029
174,987
1,491

주 : 1층은 법정, 2층은 차상위계층, 3층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50%까
지, 4층은 70%까지, 5층은 100%까지임. 참고로 200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은
3인 가구 기준으로 3,744,955원, 4인 가구 기준으로 4,179,625원임.
자료 : 서문희 외(2009),「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

간보육시설들도 20%대로 비슷하고(절대적인 수로는 훨씬 많음), 국공립
보육시설 역시 민간보육시설보다는 낮으나 18.4%로 비슷하다. 하지만 도
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가구소득이 도
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초과하고 만 5세아와 장애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아동의 비율을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보육시설과 부모협동
보육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직장보육시설은 맞벌이 가구가 주로
이용하고, 부모협동보육시설은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보육
시설에서 일반아동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사
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입소우선순위16)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
만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 비해,
민간개인어린이집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6) 입소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맞벌이 가구 영유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 장애가구 영유
아 등이 1순위에 선정되어 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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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국 보육서비스 행위자 분석

제3절에서는 한국의 보육서비스 공급유형별 행위자들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때 보육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역할에는 서비스 생산 및 공급자, 서
비스 이용자, 재정 지원자, 규제자가 존재한다. 이제까지의 전달체계 논의
에서는 전체 체계가 아니라, 공급체계(서비스 공급의 분담과 비용 분담)
만을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다양한 공급유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서
비스 생산자의 성격이나 목표 등에 따른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기존의 전달체계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서비스 이용자에 대
한 분석이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자는 ‘욕구를 가진 대상자’인 수동적 존
재가 아니라, 제도 내부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기
회를 이용하는 능동적 존재(Dean and Melrose, 2007) 혹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Dubios, 2010)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유형별
차이점과 서비스 이용자의 선호 및 행태가 작동하는 정부의 규제 및 재정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다.
이때 보육서비스 공급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공급자, 소비자, 규제
자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 보육
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법인․단체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
동어린이집으로 구분된다.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직영방식과 위탁방식으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민간부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으로 구분할 필
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민간 영리 영역에 해당하는 영리법인 보육시설은 없지
만, 정부가 2012년도에 시범사업을 발표한 자율형 어린이집17)은 이 영역
에 가장 근접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민간어린이집과 개인어린이집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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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상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
제혜택을 받고 있고 시설투자자가 수익금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는 점18)에서 영리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 공익성보다는 상업
성을 추구한다는 점, 이윤을 배분하지는 않지만 수익 창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영리기관의 특성을 갖고 있다. 사실 유럽에서의 제3섹터, 비영리
조직과는 등장한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비영리기관이라고 정의하기 어려
운 점도 있다. 오히려 부모협동 보육시설이 비영리 ‘법인’의 형태는 아니
지만 ‘상호적 형태(mutual form)’의 비영리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19). 한
편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설치하기도 한다.20)
이윤 추구보다는 기업복지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비영리적 성격이 강하다.
이제 보육서비스 공급유형을 크게 정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으로 구
분한다. 정부 주도형은 다시 정부 직영방식과 정부 위탁방식으로 구분하
였고, 민간 주도형은 비영리형(비영리법인 운영형, 공동체형)과 영리형
(민간/개인 사업자 운영형)으로 구분하였다. 직장보육시설은 어느 한 유

17) 자율형 어린이집은 현행 보육료 한도액의 1.5배 범위 안에서 어린이집이 자체적
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 있는 대신 기본보육료 등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방식
으로 부모가 원하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추진
되었다. 2012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1월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전
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육료 상승과 보육시설 이용의 양극화 초래 등에 대
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고, 실제 신청한 기관도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18)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보육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출처 : 2012 보육사업 안내).
19) Ben Ner and Gui(1993)에 따르면, 부모들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게 되면 스스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비스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기
관을 설립할 수 있는데, 상호적 형태의 비영리 조직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김
혜원 외, 2008: 41). 실제 우리나라에서 부모협동어린이집은 기존의 관료화된 국
공립 보육시설과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화된 민간 보육시설의 낮은 보육의 질과
단순․반복․획일적인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
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벌칙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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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구분하기 어렵긴 하나, 비영리형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민
간 주도 비영리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의 보육서비스 공급은 절대적인 수에서 민간 주도형의 비중
이 크긴 하나, 다양한 공급주체가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은 각
각의 공급유형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생산자의 특성(추구하는 목표, 서비
스 이용자에 대한 태도, 원장 및 보육교사의 지위, 자격, 근로조건 등), 서
비스 이용자의 특성(서비스 기관에 대한 선호, 서비스 과정에의 참여정도,
서비스 이용행태 등), 정부의 재정 지원 및 규제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1. 정부 주도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여기에 속
한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정부가 설치주체인 만큼 저소득층 아동, 장애아
동 등 취약아동과 보육 욕구가 큰 취업여성의 아동을 보육하는 것에 중점
을 두고, 다른 유형의 시설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전체 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불과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주장은 오랫동안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연구, 특히 직영과 위탁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국공립보육시설이 수요자들의 요구
만큼 증대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지 부족만을 언급
했을 뿐,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
했다.
가. 직영방식 vs 위탁방식
외국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체계를 보면 거의 대부분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대부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전체의 약 97%)을 택하고 있다. 민간 위탁방식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운영상 지역 간 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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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는 점,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의 문제가 나타
난다는 점, 장기간 위탁으로 인한 운영상의 미비와 시설 사유화 경향 등
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최현숙, 1995; 서문희․이상헌․임유경, 2001).
이러한 위탁방식의 문제점을 들어 직영방식으로의 전환이 시도되어 왔
는데, 1995년 서울시가 구립 어린이집을 구청 직영체계로 전환하고자 시
도했으나 보육관계자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서문희․이상헌․
임유경, 2001). 직영방식은 엄청난 인건비 부담, 행정의 비탄력성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서영숙, 1995; 이영석, 1995), 결국 직영
체계로 전환되지 못한 것은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들의 반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을 일
종의 특혜로 여기고(정병호, 1998),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않
고 방만한 운영을 하는 점을 들어 민영화하자는 주장들도 있었다(변용
찬․서문희․이상헌․임유경, 1998; 이영석 외, 1999). 그리고 최근 국공
립보육시설 운영방식이 이슈가 된 것은 2011년 11월 창원시에서였는데,
기존의 직영어린이집을 위탁방식으로 전환하려다 반대에 부딪히면서 논
란이 되었다.21)
그렇다면, 직영방식과 위탁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생산자, 이용
자, 정부 지원 및 규제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국공립어린
이집 운영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생산자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원장과
보육교사의 신분상 지위와 채용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방식의 경
우 위탁기간 5년(1회 재위탁)22) 동안 신분보장을 받는 반면, 직영방식의
경우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나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곳도 있었다(창
원, 김천, 하동). 보육교사 등 직원 임용의 경우, 위탁방식에서는 원장이
21) 창원시는 직영비율이 가장 높은 시단위로, (마산시, 진해시와의) 통합 이전에는 15
개 어린이집 중 14개가 직영방식이었다.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동일 시 내에서 직
영과 위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 이에 따라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신분보장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고, 운영방식을 위탁으로 일원화하
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직영어린이집의 원장과 학부모들의 반대로 철회된 바 있다.
22) 원래 3년이었으나, 일관되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을 개정(2012. 2. 3)하였다.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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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하는 반면 직영방식에서는 시장이 임용하였다.23) 그 외에 예산관리
(편성․집행)를 원장이 도맡아 한다는 점, 인건비 지원액수, 보육료와 기
타경비 규정, 시에서 기능보강, 환경개선을 한다는 점, 시에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한다는 점 등의 경우 직영과 위탁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5>는 위탁과 직영방식의 장단점을 정리한 것이다.24)
직영방식과 위탁방식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지적된 시설장과 종사자의
신분 안정과 그로 인한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수요
자들은 직영방식을 선호하고 있다.25) 하지만 실제 각 기관을 이용하고 있
는 학부모들의 서비스 만족도 결과를 보면, 직영시설이 약간 높긴 하나
<표 4-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직영방식의 장단점
위탁
∘기술, 교재교구, 재정 부담능력을
활용한 전문적 운영
∘시설 가치 창출을 위한 적은 비용
장점
투입으로 효율적, 창의적 운영
∘다양한 인력과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위탁기간 제한으로 시설운영의
연속성 약화
단점
∘수탁자 공개선정에 따른 과열 경쟁
우려

직영

∘시설운영의 일관성 유지
∘시설장 및 종사자 신분 안정

∘관리, 운영, 예산 집행 등에 많은
행정력 소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신분보장에
따른 소극적 시설운영
∘환경변화에 비탄력적이고 종사자
채용 어려움

23)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면하되,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임면권을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보육교직원의 신
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4) 이는 창원시청 보육청소년과 담당자와의 인터뷰(2012. 7. 6)에서 확인된 내용들이
다. 창원시청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청담당 공무원이 예산 편성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책임진다는 점과 비교해, 시장이 임명하는 원장이긴 하나 원장이 예산
편성․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현행 직영어린이집의 경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
대로 된 직영이라 할 수 없고, 위탁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5) 창원시립어린이집 이용자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학부모의 97.4%
가 직영어린이집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위탁어린이집은 44.1%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금창호, 2012).

제4장 보육서비스 공급유형별 행위자 분석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131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둘 다 만족도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금
창호, 2012).26) 정부의 평가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민간위탁 어린이집에 대해 재위탁 시 심사 평가만 하고 운영, 관리상황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직영어린이집 역시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가 주된 운영주체로
참여하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들의 강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운
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갖
춰지지 않은 점(평가인증이 주요 평가시스템)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직영방식이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중 70여 개(약 3%)에 불
과한 현실에서 두 방식을 엄밀히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직영어린이
집과 위탁어린이집 간에 존재하는 서비스 공급 측면의 차이는 주로 원장
과 보육교사의 고용 및 신분보장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서비스 제공자인
보육교사는 서비스의 실제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
는 점에서 이들의 고용안정성 보장은 서비스 품질과 수요자 선호를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원장의 신분보장 역시 안정적이고 일
관되게 시설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이는 학부모들
이 직영방식을 선호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했다.27) 서비스 제공자의 고용
안정성 보장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와 정
부의 재정지원수준에 맞는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지도감독과 평가를
통한 서비스 과정에의 적극적인 개입이 직영과 위탁 모두에 필요함을 보

26) 5점 척도에서 직영시설은 평균 4.64점, 위탁시설은 4.60점이었다. 직영시설의 경
우 원장, 보육교사의 인성이 4.9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급간식의 종류 및
위생이 4.90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안정, 신분보장에 근거한) 원장과 보육교사
에 대한 신뢰가 직영시설에 대한 선호의 이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탁시설 역
시 두 항목의 순위가 바뀌었지만,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신뢰와 선호의 근거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 이들의 일관되고 안정적
인 서비스 제공, 위생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
는 결과이다.
27) 이것은 동시에 소극적인 운영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실제 주기적으로
직영어린이집 내에서 전보를 하게 하거나, 임기를 정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
해 면직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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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나. 국공립보육시설 공급 확대를 둘러싼 이해관계들
다음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는 ‘왜 수요만
큼 증대되지 못하고 있는가?’일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비용 문제를 원인
으로 들 수 있는데, 부지매입 및 신축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
나 국고와 지방비로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지자체에 상
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안상훈 외, 2011). 비용 부담으로 인한 정부의 소
극적 의지를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하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반대하
는 민간어린이집들의 규합 역시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이 신축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다. 현행 법
령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정
원충족률을 고려하여 신규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보육계획28)에 반영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이 난립하거나 어린이
집의 질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인가 시 판단기준으로도 활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확인한 후
보육정원이 보육수요보다 많고, 동시에 어린이집별 현원이 정원보다 작
으면 인가 제한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
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은 예외적으로 인가를 제
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로 지자체들
이 신규 인가 제한규정을 완화해 민간어린이집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2011년 기준,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83.2%로 이미 어린이집 이
용 아동비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29) 많은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은 기존의 민간어린이집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28) 보육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
도록 하고 있다.
29) 국공립이 90.8%로 가장 높고, 가정어린이집이 84.9%, 부모협동어린이집이 83.9%,
법인 외가 82.1%, 민간 개인이 82.0%, 법인이 79.4%, 직장어린이집이 76.8% 순으
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2011년 보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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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때로
는 단체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30) 현행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학부
모의 선호와 수요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지자체별로 국공립
시설 신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
는 민간어린이집들의 집단적 반대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보육문제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자 선호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자 선호는 우선 ‘대기자 수’로 확인된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자가 있는 시설은 1,106개소로 나타
났는데(없는 시설은 2,004개), 국공립보육시설은 87.6%가 대기자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31) 국공립보육시설의 평균 대기자 수는 78.27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에 따라서는 최대 1,000명이라고 답한 곳도 있었다. 대기자
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총 정원 초과가 38.6%로 가장 높았는데, 이들
중 63.7%는 ‘시설의 프로그램 및 운영을 선호해서’라고 응답했고, 17.3%
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해서’라고 응답했다. 실제 보육포털상에 나타
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중복 신청 등으로 인해 실제보다 부풀려
진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실제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택한 부모들은 어떤 이유에서 선
택을 하는가?
<표 4-6>에 따르면, 집과의 근거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다음이
비용이었다. 운영시간이나 시설환경, 교사의 질과 같은 요소들은 중요한

30)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된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보면, 2007년 4월 창원시 민간
어린이집연합회․창원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창원시 사립유치원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창원시 시립어린이집 설립반대 대책위원회’가 시립어린이집 설립반대운
동을 펼친 바 있고, 2009년 5월 이천시 시립어린이집 설립을 반대하기 위한 민간
어린이집연합회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된 바 있다.
31) 반면 가정어린이집은 80.7%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규모와 밀접하
게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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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국공립보육시설 선택 이유
(단위 : %)
순위

구분

비율

순위

구분

비율

1

집과의 거리

21.5

8

교사가 좋아서

4.2

2

비용

20.6

9

아이 적응

3.7

3

주변평판

15.9

10

차량이용

1.9

4

프로그램 내용

11.7

11

기타

1.9

5

형제자매와 함께

6.5

12

종교적 이유

1.4

6

운영시간

5.1

13

특기교육

0.5

7

시설환경

5.1

자료 : 서문희 외(2009),「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

선택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앞서 보육서비스의 특징에서도 살펴보았
듯이, 서비스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근거리’임이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고, ‘집 근처의 믿고 맡길 만한 저렴한 보육시설’에 대한
필요와 선호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서비스 만족도는 어떠하
며, 어떤 요소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가? <표 4-7>에 따르면, 전체
평균점수는 3.73점(5점 만점)으로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그리 높지 않다.
2004년 조사결과(3.61점)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다른 유형들에 비해 증
가폭이 크지 않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이 4.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직장
어린이집(3.99점), 법인외어린이집(3.93점), 가정어린이집(3.81점)으로 나
타났다. 법인어린이집(3.71점)과 민간개인어린이집(3.61점)보다 약간 상회
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에
비해 실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다.
면밀한 통계분석을 통해 이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토
해볼 필요가 있으나, 원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로 이를 시도하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국공립보육시설과 부모협동, 직장보육시설 간의 만족도
점수 차이는 상당하다.
세부적으로는 여러 요소들 중 ‘교사’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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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다른 유형들과 비교할 때는 높은 점수라 할 수 없다.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협동, 직장, 법인외 보육시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부분적으로는 보육교사의 학력수준이나 자격과 관련될 수 있다.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53.1%가 4년제 대학졸업자였고, 국공립
(34.5%)과 법인(25.7%)어린이집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49.9%가 3년제 이하 전문대학 졸업자로 가장 비중이 높
았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중 79.2%는 1급, 16.2%는 2급,
8.0%는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수준이 낮지
는 않지만,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제외하고 직장이나 법인어린
<표 4-7> 보육시설 유형별 만족도
(단위 : 점)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
개인

가정

직장

부모
협동

원장

3.90

4.03

4.15

3.93

4.13

4.01

4.59

교사

4.01

4.07

4.19

3.90

4.09

4.16

4.59

주변환경

3.42

3.59

3.74

3.46

3.73

3.33

4.37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3.58

3.65

3.81

3.57

3.76

3.92

3.59

교재교구 및 장비

3.66

3.48

3.81

3.61

3.72

3.97

3.59

내부분위기

3.81

3.80

4.13

3.73

3.91

4.17

4.59

비용

3.64

3.55

3.81

3.17

3.69

3.78

4.61

건강관리

3.71

3.71

3.97

3.63

3.82

3.93

4.37

급간식관리

3.92

3.86

4.02

3.69

3.99

4.20

4.57

안전관리

3.86

3.75

3.99

3.95

3.92

4.20

4.59

교육내용

3.75

3.81

4.07

3.74

3.72

4.09

4.59

부모참여

3.55

3.44

3.70

3.34

3.43

3.93

4.59

부모교육 및 상담

3.61

3.51

3.70

3.45

3.59

3.95

4.59

전체 평균

3.73

3.71

3.93

3.61

3.81

3.99

4.40

2004년 조사결과

3.61

3.70

3.66

3.55

3.54

3.69

-

자료 : 서문희 외(2009),「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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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 역시 유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평균 근무환경 측면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다른 유형에 비해
우수했는데, 평균 총 근무경력은 5년 4개월, 현 시설에서의 경력은 평균 3
년 2개월, 평균 호봉은 5.1호봉으로 여러 유형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
다.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안정성은 수요자의 선호와 서비스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예측해볼 수 있다.
여러 만족도 요소 중 주변환경 점수와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우선
적으로 설치되어 온 점과도 관련된다. 부모참여 점수 역시 부모협동, 직
장, 법인외 어린이집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 다음 <표
4-8>은 보육시설 이용희망자들이 선호하는 보육시설 형태를 보여준다.
2004년 조사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선호가 56.2%로 가장 높았으
나, 2009년에는 38.9%로 선호가 감소했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선
호가 29.3%에서 45.5%로 증가했다. 물론 정확한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
루어지지 못했지만, 이러한 결과는 낮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서문회 외, 2009).
<표 4-8> 보육시설 이용희망자의 선호 보육시설 형태
(단위 : %, 명)

전체
2004년 조사

국
공립

비
영리
법인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기타

전체

38.9

7.9

45.5

4.6

0.5

1.8

0.8

(2,297)

56.2

6.9

29.3

0.5

1.7

1.5

3.9

( 961)

자료 : 서문희 외(2009),「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

요컨대 국공립보육시설이 공급량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는 민간보육시
설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의 공적 지원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근거리’와 ‘비용’ 측면의 강점뿐만 아니라, 교육내용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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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참여 등 전반적인 서비스 질과 관련된 요소들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
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모협동이나 직장어린이집은 차치하더라도 민
간, 가정어린이집과도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공립보
육시설 확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문제점과 한
계점에 대한 개선 없이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가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질의 제고,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라.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과 규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은 크게 시설설치 및 운영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장 인건비의 80%, 영아반 교사 인건
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인건비와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등은 보육료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보육
시설에 비해 인건비 지원수준이 높긴 하나,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나머지
인건비 부족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은 남아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영방식이든 위탁방식이든 원장이 예산편성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상
태에서, 예산의 투명한 관리와 집행은 민간시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
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가인증 외에 추가적인 국공립보육시
설 평가시스템이 갖춰지지는 못한 상황이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
기, 수시 지도감독과 평가, 위탁 및 재위탁과정에서의 공정한 선정절차
마련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에 기대되는 공공성,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한계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민간 주도형 - 영리형
한국에는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없기 때문에 순수시장형 전
달체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보육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의 경우 공익성보다는 상업성(수익
창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영리기관의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138

고용-복지 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기관들은 법령상으로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만, 이 글에서는
영리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차이는 규모이다. 가정어린이집
은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데, 개인이 가정 또는 그
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고, 민간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21
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이다. 한국에서 보육시설 공급은 민간개인시설
과 가정시설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43]에서 보듯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속도와 비교해 민간어린이집과 가
정어린이집은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단시간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편으로 택한 방식이라 할 수 있
다. 본래 인가제였던 시설설치방식을 1999년 신고제로 전환했고, 2004년
다시 인가제로 환원했는데, 이 기간 동안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크게 증
가했다. 즉 민간 영리기관 주도의 공급 확대는 정부의 유인정책에 행위자
들이 반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4-3] 보육시설 유형별 변화 추이(1990~2011년)

자료 : 보건복지부,「2011년도 보육통계」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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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리형 서비스 공급자의 행위 특성 분석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영리형 서비스 공급자들은 주로 부정
적인 행위 특성들과 연관되어 왔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
상의 탈법과 불법, 거액의 권리금이 얹어진 매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반대 등 사회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공익성이나 책무성보다는 자기 이해관
계와 이윤 추구를 위해 행동하는 존재들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영리형 서비스 공급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공급자들과 비교해 절대적인 수가 많아 이들의 문제로 여겨지는 경
향이 있다. <표 4-9>는 최근 3년간 보육료 부정수급 현황을 보여주는데,
교사나 아동의 수를 허위로 등록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아동허
위등록이나 이용아동 출석부 허위작성 등은 어린이집 원장 단독결정으로
일어나기 어려우며 부모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 이용자가 ‘욕구를 가진 대상자’라는 특성뿐만 아니라, ‘기회주의적
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속성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은 이런 행태들을 보이는가? 이 글
에서는 이러한 행태들의 문제점 자체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도록
만든 제도적 유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국
공립과 직장보육시설 이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표 4-9> 최근 3년간 보육료 부정수급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부정수령 유형 구분
위반
이용아동 교사대
목적
시설 아동허 교사허
총정원
출석부 아동비
외
수 위등록 위등록
위반
허위작성 율위반
사용

기타

환수결
정금액

2008

895

235

162

75

139

126

27

239

4,230

2009

924

264

182

93

103

100

29

312

5,552

2010

1,099

275

184

122

169

103

27

271

6,849

전 체 2,918

774

528

290

411

329

83

822

16,631

주 : 환수금액은 실제 부정수급액의 약 3.6배.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2011. 7. 15), “SBS,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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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상담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보육 수요율에
따라 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어린이집이
적정인원을 초과해 과잉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시설을 설치하고
자 하는 대표자(원장)에게는 잘못된 예측으로 인한 손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보육시설의 평균적인 정원충족률은 70～90%이지만 많
은 부모들이 집 가까이에 아이를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함을 호소하
는 것은 현행 ‘보육 수요율’ 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규인가 제한의 결과, 어린이집 매매가 발생하고 있고,32)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리금이 거래되기도 한다. 과도한 권리금을 주고 어린
이집을 인수할 경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소요비용을 절약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동 혹은 교사 허위등록,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시설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권리금 회수를 위한 매매로 다시 이어지고,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의 잦
은 교체는 결국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신규 시설의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시설운
영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경쟁구조를 통한 열악한 시설의 퇴출
통로를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서문희․도남희․송
신영, 2011). 현행과 같이 대표자 변경이 용이하고,33) 단순한 보육 수요율
기준으로 신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어린이집 매매와 그로 인한 서
비스 질 저하와 보육료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계속 유지시킨다. 최근 신규
어린이집 인가 제한규정이 다소 완화되었는데,34) 이는 2012년 0～2세 보
32) 실제 어린이집 매매 성행으로 최근 신규 설치건수 중 신규인가 비율은 점점 줄어
들고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신규인가는
30.2%, 대표자 변경에 의한 인가는 69.8%인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11).
33) 보육시설의 대표자가 더 이상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보육시설
의 인가가 자동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대표자를 변경할 때 보
육시설의 변경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34) 신규인가가 제한된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치(매 연도 말 기준)
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향후 보육수요의 증가 전망, 어린이집 평가인
증률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범위는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전국 평균치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수
급현황 분석 및 이용권역 설정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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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료지원 전면 확대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앞서 지적한 문제 해결과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앞으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보육료 부정수급의 또 다른 유형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특별활
동비나 간식비, 현장학습비 과다 청구로 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
이다.35)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보육료 이외에 필요경비라는 명
목으로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등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그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보육료는 정부 지원단가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지만,
필요경비에 대한 규정은 시․도, 시․군․구에 따라 상이하다. 시설 자율
에 맡기는 곳도 있고,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상한액을 정하는 곳도 있다.
보육료 관련 규정은 모든 보육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나, 인건비 등
정부지원이 많은 국공립보육시설이나 법인 및 직장의 지원이 가능한 어
린이집들과 비교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부모의 비용부담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특별활동비용의 경우 민간보육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 이
용자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비용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민간보육시설이
가장 낮았다. 민간어린이집들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확대를 요구해 왔고, 2006년부터 민간어린이집 영아에 대해 도
입된 기본보육료 지원은 그 성과라 할 수 있다.36)
영아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방식은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표 4-10>을 보면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
이 유아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물론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학원 등 다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유치원
까지 고려했을 때 만 3세는 87.0%, 만 4세는 76.8%, 만 5세는 82.7%가 보
육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유치원 현황 참조).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연령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가정어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참조).
35) 1년 반 동안 특별활동비로만 1억여 원을 더 챙긴 어린이집이 있다는 신문 기사
(2012. 5. 15. 한겨레 사설)는 그 사례이다.
36)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에 상응한다는 성격을 갖고, 가정어린이집 증
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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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연령별, 설립주체별 보육아동 현황(2011. 12. 31 현재)

2011
아동 수
만 0세 451,579
만 1세 470,224
만 2세 445,437
만 3세 466,807
만 4세 494,388
만 5세 448,774

전체
146,666
(32.5)
249,787
(53.1)
342,879
(77.0)
272,034
(58.3)
182,999
(37.0)
137,349
(30.6)

법인
외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개인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3,200

1,154

36,931 101,229

898

107

16,512 13,157

5,149

99,595 111,249

3,902

223

국공립 법인
3,147

30,233 25,328 10,322 184,422

85,992

6,095

487

33,662 27,890 12,436 183,571

7,612

6,326

537

31,034 21,637 10,532 113,364

1,257

4,666

509

756

2,957

403

25,700 18,134

8,292

81,107

주 : ( ) 안 수치는 전체 아동 수 대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 보건복지부,「2011년도 보육통계」. 아동 수는 2011. 12. 31.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임.

린이집의 경우 대부분이 영아이고, 민간어린이집 역시 영아 비중이 상당
히 높다. 예컨대 만 0세의 경우 기본보육료 지원금 361,000원과 보육료
394,000원에 기타 비용까지 더해지면, 아동 1명당 약 100만 원의 비용 지
원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사실 민간부문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 아동연령
이 낮을수록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아져 비용부담이 크고 돌봄의 어려움
도 더 커 영아보다는 유아를 더 선호하는 이용자 선별(client creaming)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영아에 대해서만 기본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체계 안에서는 유아를 선별하기보다는 영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영아 보육률이 높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나, 그것이 높
아진 맥락과 원인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이용자의 행위 특성과도 관
련된다.
다음으로 공급자 특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종사자의 자격과 근무조건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의 학력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고졸과 3년제 이하 대학졸업자
의 비율이 78.5%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09). 보육교사 자격증 역시 가
정보육시설은 1급 소지자가 44.1%, 2급 소지자가 37.7%, 3급 소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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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로 상대적으로 1급 자격소지자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근무여건을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둘 다 평균 근무경력이 4
년 미만이고 현 시설에서의 평균 근무경력은 2년 미만으로 짧았다.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호봉이 1.4호봉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학력과
자격수준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잦은 교체는 아동
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를 개선함으로써 이직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나. 서비스 이용자의 행위 특성 분석
전체 보육아동의 약 75%가 이용하는 민간어린이집(52.4%)과 가정어린
이집(22.9%)을 선택한 부모들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표 4-11>에 따르
면, ‘집과의 거리’가 가장 큰 이유였다. 이 점은 문제가 있는 민간보육시설
을 퇴출하는 것과 함께 이들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의 질을 적정 수준 이
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표 4-11>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자의 보육시설 선택 이유
(단위 : %)
비용
집과의 거리
프로그램 내용
형제자매와 함께
아이 적응
운영시간
교사가 좋아서
특기교육
차량이용
시설환경
주변평판
종교적 이유
기타

민간개인
5.4
33.1
11.8
4.8
6.0
4.1
8.6
0.4
0.5
6.6
15.5
1.6
1.6

자료 : 서문희 외(2009),「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

가정
1.6
44.1
1.6
4.7
3.1
6.3
21.3
0.8
1.6
1.6
10.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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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보면, <표 4-7>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가
정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으나, 민간보육시설은 여전히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가정보육시설은 원장과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민간보육시설 역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전체
적으로 만족도가 낮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민간보육시설은
전반적인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8>에서는 보
육시설 이용희망자의 선호 보육시설을 제시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2004년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06년부터 민간보육시설에도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기 시
작하면서 서비스 질이 개선된 결과가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의 낮은 선호도는 가정보육시설이 영아 중심의 보육
시설이라는 점과 민간어린이집과의 구분 어려움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서문회 외, 2009).
한편 <표 4-10>에 제시된 것과 같이 영아의 보육률이 높은 것은 공급
자에 대한 유인과도 관련되지만, 이용자에 대한 유인과도 관련된다. 즉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기회를 이용하는 ‘자율적 주체’
로서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은 2012년 3월부터 0〜2세 영아의 보육료 지원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
하면서 더욱 극적으로 나타났다. 필요(needs)와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혜
택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손해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는 불필요한 보육시
설 이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보통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탁아 기능
과 연관되고, 3～5세 유아 보육은 조기교육 측면과 연관된다고 본다. 따
라서 높은 영아 보육률은 여성 고용률 증가와 연결되어야 한다. 2008년
기준, 0～2세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률이 높은 덴마크(65.7%), 네덜란드
(55.9%), 스웨덴(46.7%) 등의 국가들의 경우, 최연소아동이 3세 미만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덴마크가 71.4%, 네덜란드가 77.8%, 스웨
덴이 71.9%로 매우 높다(OECD Family database). 한국의 0～2세 아동
보육률은 2011년 기준으로 54.2%에 달하지만, 최연소아동이 영아인 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9%에 불과하다(2009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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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설계가 취지에 맞게 설계되지 못한 점도 있고, 정책의 취지가 정
책집행현장에서 왜곡되는 누수문제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집행과 재정지출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그렇다면 영아에 대한 시설보육 중심의 지원 확대, 즉 영아에 대한 무
상보육 실시가 부모(특히, 모)의 일․가정 양립, 아동의 건전한 발달이라
는 정책 목표 및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가? 스웨덴은 보통 생후 1년까
지는 부모휴가(480일)를 사용하면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
이의 정서발달에 가장 좋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부모가 부담 없이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공보육 체계
를 통해 아동보육, 아동 발달,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37) 따라
서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처럼 아동보육
에 관한 분명한 원칙을 갖고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다른 제도들과의 통합
적 연계의 관점에서 보육서비스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 지원이 보육시설 이용요금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에서 보육시설 미이용을 손해라 여기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맞벌이 가구 취업여성의 보육욕구(특히, 종일보육, 시간외 보
육)가 가장 큰 것은 사실이나, 전업주부들 역시 보육의 필요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보육시설 이용을 도덕적 해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하지만 욕구의 상이함과 우선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종일
제(하루 12시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방식은 정책의 비효율,
사회적 비용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보육욕구에 따라 보
육시간을 차등하고,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달리 산정한다면 비효율
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전업주부와 취업여성이라는 서비스 이
용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종일제 보육료 지원방
37) 이를 위해 스웨덴은 1996년 공보육의 책임을 보건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서 교육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로 이전
하고, 1～5세 아동을 위한 특별 커리큘럼을 개발하였다. 공공 보육은 일․가족
양립지원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을 넘어,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과정의 첫 단계이자, 정상적인(normal) 아동기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
지고 있다(Nyber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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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공급자의 이용자 선별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
서는 동일한 비용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보육시간이 긴 취업여성 자녀보
다 짧은 전업주부 자녀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선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평균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취
업모 아동은 평균 8시간 38분, 미취업모 아동은 평균 6시간 57분이라는
점은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3. 민간 주도형–비영리형
비영리적 성격을 갖는 비영리형 보육시설에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법인
보육시설, 법인외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이 포함된다
고 할 수 있다.
가. 법인보육시설과 법인외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은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법
인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법인,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38)을
말한다. 2011년 현재 법인어린이집과 법인외어린이집은 시설 비중으로는
전체의 약 6%, 보육아동 비중으로는 전체의 12.2%에 불과하다. 보육서비
스 제공에 있어 비영리기관의 역할이 다소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학부모들의 법인/법인외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부모
들이 법인보육시설을 선택한 이유로는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집과의
거리(23.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주변 평판(19.8%)이었다. 법
인외보육시설의 경우 주변평판(29.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프로그
램 내용(22.2%)이었다. 주변평판이 공통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은 기존의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이미지와 이들의 사회적 기여도 등에 근거한 신뢰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38)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내에
서 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어린이집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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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육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법인외어린이집은 3.93
점으로 직장과 부모협동어린이집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원장, 교사, 내부분위기, 교육내용 측면에서 점수가 높았다. 반면 사회복
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3.71점으로 민간어린이집과 함께 만
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그래서 보육시설 이용희망자의 선호 보육시
설 형태를 조사한 결과, 7.9%만이 비영리법인시설을 희망한다고 응답했
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 법인외 보육시설의 경우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국공립보육시설만큼의 신뢰
를 얻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다른 공급유형들과 명확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인어린이집과 법인외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 기관(특히, 법인어린이집)은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차별화
된 접근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부모협동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상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
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육이 필요한 연령의 아동을 둔
20∼30여 가구가 동일 지역조합의 구성원이 되고, 300만～400만 원 정도
의 출자금을 내어 어린이집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적인 보
육방식이다. 자녀가 더 이상 보육이 필요가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출자
금은 반환된다. 교사 및 주식과 간식, 교구 및 교재 비용 등은 월 보육료
로 충당한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비영리법인은 아니지만 비영리성이 강하다. 2004
년까지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시설 규모에 따라 민간 또는 가정보육시설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200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공동육아협동조
합은 ‘부모협동보육시설’이라는 명칭으로 개편되어 민간, 가정 보육시설
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보육시설 종류로 자리잡았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은 1994년 8월, 마포구 성산동 ‘우리어린이집’ 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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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으로 확산되었다.39) 공동육아는 기존의 관료화된 국공립보육시설과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화된 민간보육시설의 낮은 보육의 질과 단순․반
복․획일적인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창의력과 탐구심, 실험정신을
키울 수 있는 바람직한 육아와 교육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실험적 보육제
도이다. 0세부터 10세까지의 아동을 둔 30여 가구가 한 지역 조합의 단위
가 되어 가구당 300만～500만 원(지역 전세금 시세에 좌우됨)의 출자금을
내어 설립되는,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육시설이다.
현재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총 89개로 전체 보육시설 중 극히 일부(0.2%)
이지만, 서비스 만족도 측면에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200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평균 4.4점으로(5점 척도) 가장 높게 나타났는
데, 시설설비나 교구장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요소, 즉 원장, 교사, 비
용, 급간식관리, 안전관리, 교육내용,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에서 만
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참여와 부모교육에 대한 강조와 높
은 만족도는 다른 공급유형들과 차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 애초에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평등한 관계를 훈련받은 고학력 맞벌이 부
부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육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부모교육과 친목행사, 친환경 먹을거리 공동구매 등의 장터 운영, 취미
소모임 등을 통해 육아공동체를 넘어선 생활공동체의 모습도 나타난다
(정성훈, 2011).
이러한 부모협동어린이집에 대한 비판은 고학력 중산층 중심의 공동체
라는 것이다. 출자금으로 300만～500만 원이나 되는 목돈을 내야 하는 데
다, 아이가 둘인 경우에는 더 많은 액수의 출자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저
소득층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큰 데 기인한다.40) 그러한 한계에도
39) 성미산마을은 공동육아의 발상지다. 1994년 ‘우리어린이집’이 공동육아 1호로,
1995년 ‘날으는어린이집’이 공동육아 2호로 탄생하면서 그 부모들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육아공동체와 교육공동체를 넘어선 여러 협
동조합들과 공간들이 많이 생겨났고,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성미산마을’이
라 불리게 되었다. 현재 성미산마을에는 4개의 공동육아어린이집(우리, 참나무,
성미산, 또바기)이 있다. 2004년 9월에는 12년제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가 세
워졌고, 1999년 세워진 ‘도토리방과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40) 이런 비판을 인식하고, 출자금을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공동육아로 쉽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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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다른 보육서비스 공급유형들과 비교할 때
보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 운영 및 프로그램상의 명확한 차별성, 높은 만
족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 직장보육시설
직장어린이집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혹은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에 대해 시설 전환
비, 유구 비품비를 지원하고, 시설 건립, 매입, 임차, 개보수, 전환비 융자
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2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주
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융자ㆍ지원정책
외에도 어린이집 취득 시 부동산 관련 세제지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
제, 개별소비세 면제,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등의 세제지원
을 통한 간접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설치․운영하는 것이나, 기업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어 비영리적 성격이 강하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2011년 남녀고용평등 전국민 의식조
사보고서(고용노동부, 2011)에 따르면, 아동을 양육하는 일하는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 및 제도로 45.8%의 응답자가 직장어린이집 제공
을 선택하였다(2010년 조사에서는 47.0%). 그 다음 순위가 보육비 지원으
로 19.1%가 택했고, 육아휴직을 14.0%,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을
9.9%의 응답자가 택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이용자 만족도 역시 높은데,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4점을 얻은 부모협동어린이집 다음으로 직장어린이집이
3.99점으로 높았다. 앞서 제3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부모의 시간관리, 심리
입할 수 있도록 공적 자금을 조성하거나 저소득 방과후나 빈민지역 어린이 도
서관 설립과 운영을 후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조합들의 연합기구인
사단법인「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은 저소득 공동육아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
며, 여러 ‘지역공동체 학교’는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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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정감, 기업의 비용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작업능률 측면
에서 부모의 만족도는 높을 수 있으나,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나, 도심에 위치해 주변 환경이 아
동들이 뛰놀기 여의치 않은 문제 때문에 아동의 정서발달에 긍정적이라
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고 만
족도가 높다. 이에 비해 전체 어린이집 중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
하고, 2010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 576개소 중에서 실
제 설치한 사업장은 전체의 31.1%에 해당하는 179개에 불과한 상황은 개
선될 필요가 있다.

제4절 소결 :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행위자들(보육시설, 학부
모, 정부)을 분석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공립(직영, 위탁), 민간(영리, 비영리) 등 공급유
형별로 각 행위자들의 행동, 선호, 유인이 어떻게 상이한지, 다양한 보육
서비스 공급방식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
정 지원이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기혼여성의 고용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
다. 이제까지 전달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들(민간보육시설 과잉
공급 구조, 보육서비스 질 관리 문제,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문제 등)에 대
해서는 여러 연구들에서 언급되었다. 하지만 행위자를 중심으로 면밀하
게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 공급주
체별 - 정부 주도형(직영 vs. 위탁), 민간 주도형(영리형 vs. 비영리형) 공급자들의 행위, 이용자들의 선호, 이러한 행동과 선호에 대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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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책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육서비스가 갖는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국가개입의 필요
성, 정당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에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며, 실제로
다양한 공급유형별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비
교한 결과를 토대로 어느 한 유형의 우월성을 입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
는다. 또한 예컨대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비교
하고자 할 때, 시설규모와 이용자 특성,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
중 등이 다른 상황에서 공정하게 비교하는 것은 사실 어려우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보육서비스 공급유형별 장점과 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장점은 확대, 단점
은 수정․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려 한다. 먼저, 정부주도형 국공립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선호와 수요가
가장 높고 정부의 많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에
게 기대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다른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선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위탁 시에만 심사 평가를 하는 현행 체계를 지양하고 운영 전
반(특히, 회계 관리와 직원 임면)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인증 이외에 보다 강화된 관리,
감독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책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비
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4년 보육실태조사에
서 국공립보육시설 선호도가 56.2%였지만 2009년 조사에서는 38.9%로
하락한 것은 낮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가능성이 반영된 것일 수
도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학부모들의 기대와 선호에 걸맞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 보
육시설 유형별 만족도(표 4-7) 결과에서 7개 유형들 중에서 5위였다는 점
은 국공립보육시설이 근거리에 있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하긴
하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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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공립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위탁인 상황에서, 위탁기관 선정 과
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장기간 위
탁으로 시설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규정과 기준을 일원화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일원화하고,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셋째, 국공립보육시설이 현재와 같이 전체의 5%에 불과한 상황, 특히
학부모들의 높은 수요에 비해 공급은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는 다른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인『새싹플랜(2006～2010)』에는 국공
립시설 30% 확충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고,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연석회의가 도출한 잠정협약안에도 국공립보육시설을 보육아동 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국공립보육시
설 확충과 관련된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2009년 국공립보육시설 확
충을 위한 예산은 국고 86억 원과 지방비 86억 원을 합해 총 172억 원에
불과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수도 2007년 112개, 2008년 50개, 2009년
38개, 2010년 10개, 2011년 10개로 계속 감소해 왔다. 국공립보육시설 신
축비용의 경우, 부지매입비와 신축비용의 절반(시․도 25%, 시․군․구
25%)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입장에
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가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안상훈 외, 2011).
따라서 점진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물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서비스 질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리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한다.
한 가지는 높은 신축비용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축
부지매입비를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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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역의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건축비는 현재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가 50 : 25
: 25로 부담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 부
담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을 리
모델링하거나 기존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예컨대 아파트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 초
등학교, 주민자치센터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통해 설치하는
방안, 지역 근린공원, 대학 등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거나 초등학교, 주
민자치센터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민간보육시설을 매입
하는 방안 등이다(안상훈 외, 2011).
다른 한 가지는 민간어린이집들의 집단적 반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
다. 이 문제는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 ‘보육 수요율’에 따라 인
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
린이집은 예외로 하고 있는 법령과 관련이 있음을 본문에서 언급한 바 있
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이용자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국
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은 민간어린이집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법령은 어린이집 매매, 과도한 권리금 거래, 막대한 투자비용 회
수를 위한 부정행위 등의 문제들을 파생시키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
라서 현행 법령상 보육 수요율에 따른 인가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
다. 최근 보육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인가 제한규정이 완화되었으나,
보육서비스 공급이 단순한 인구수 대비 보육정원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
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보육수요율은 최소한의 ‘양적’ 공급이 어느 정
도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믿고 맡길 만한 ‘질적’으로 우수한 서
비스 공급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신규 시설의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열악한
시설의 퇴출 통로를 차단한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보육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인가가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인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어린이집 매매, 부실 및 부정운
영을 막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해당 보육시설의
인가가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규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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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열악한 시설들은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어린이집의 퇴출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교체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
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퇴출되는 민간어린이
집의 경우 정부가 매입하여 국공립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고
려할 수 있다. 이때 가능한 한 보육교사들이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운영이 안정적인 국공립보육시설에서는 유아
보다는 ’영아‘보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할 때, 영아 전담시설로 설치하는 것
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간주도형 어린이집은 영리형과 비영리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영리형 어린이집은 전체 보육시설 중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
고 있다. 가장 주요한 공급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부정적인 행위 특성
들과 연관되어 있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
이다. 현재 전체 보육아동의 80%가 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국공립보육시설 개선 및 확충과 별개로 민간어린이집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위 당근과 채찍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평가인증 외에 정부의 정기적인 지도와 수시감독이 필요하며, 허
위등록, 보육료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를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문제가 발생한 어
린이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벌칙조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
육료를 수납한 자,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치를 받은
후에도 계속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길 경
우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어린이집을 매도한 후에 다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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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보육서비스는 상업성
(수익)보다는 공익성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보육시설 운영과
정에서 상당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실 및
부정운영을 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둘째, 동시에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민간
개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들의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상담하
여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
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한 “(가
칭) 보육시설지원센터”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전국적으로 65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주로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 주로 설치나 인증
평가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나, 실제로 이 서비스가 얼마나 원
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센터에서는 보육시설 설치나 인증평가 관련 정보제공, 운영상의 어
려움 상담 및 지원, 특히 소규모 보육시설에 필요한 행정이나 회계 업무
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역의 고용
센터와 연계하여 보육시설에 필요한 행정인력, 회계업무 담당인력을 지
원할 수 있다. 한 명을 한 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면, 한 명이
여러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때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 지원하듯이 행정인력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
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각 어린이집의 회계 관리의 투명성
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기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40시간 이상의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
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령상의 사회복지사 보
수교육에 대한 규정을 참고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연간’ 8시간 이상으
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였고,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었고, 최근에는 인권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도 추
가하였다. 따라서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직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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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을 추가하여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열악한 보육교사의 임금수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어린이집 내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을 감시하는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009년 실시한 보육실태조사에서 ‘부모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경우 보조교사 등의 인력을 학부모 자원봉사자로 지원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영리형 보육시설에는 법인보육시설, 법인외보육시설, 부모
협동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이 포함된다. 이들은 전체 시설 중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지만,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부모협동보육시설은 보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모든 유형의 보육
시설 중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조사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대안적인 보육형태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비용을 출자해야 하고 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만
큼 공급을 현저하게 확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현행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
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하거나,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전체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직장보육시설은 부모협동보육시설 다음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집
근처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차선책으로 많은 부모들이 선호하는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혹은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치의무를 이
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소 징벌적
이긴 하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재 조치와 함께 직장보육시설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
굴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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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기관평가 점수에 적극적으
로 반영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들이 단독 혹은 공동
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
다(안상훈 외, 2011). 이를 통해 직장보육시설이 최선책은 아니나 취업부
모(특히, 모)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차선의 보완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법인보육시설과 법인외보육시설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국공립어린
이집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데 비해, 그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지 않
다. 따라서 많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보다 큰 사회적 책임감을 갖
고 차별화된 접근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국공립보육시설 개선방안으로 언급했
던 것처럼, 법인보육시설과 법인외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지도감
독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리형 보육시
설과 마찬가지로 학부모 중심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활성화하는 방안
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이용자 행위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현행 종일제(1
일 12시간) 기준 보육료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보육욕구에 따라 보육시간
을 차등하고,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업주부와 취업여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지원을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현행 보육료 지원체계를 ‘종일제’ 기준에서 ‘반일제’ 혹은 ‘시간제’로 다
양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가구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그에
따른 금액을 지원하는 ‘보육시간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예컨대 종일제 보육은 맞벌이 전일제 근로 가구, 취업 한부모
가구에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육에 대한 욕구가 취업여성이 더 큰 점을 고려하여 보육시설
입소 시에도 이들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 맞벌이 가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다문
화 가구, 한부모 가구, 장애부모 가구,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과 함께 1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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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소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 취업 한부모 가구에 대해
서는 동일한 100점이 아닌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우선
순위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체 보육시설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
의 경우, 모 취업, 근로시간, 질병․출산 등 다양한 요인을 점수화하여 입
소순위를 결정하고 철저히 준수하며, 가정에서 보육이 가능한 경우에는
점수를 감하고 있고, 스웨덴은 3세 이하 아동의 경우 취업모(18개월 미만
은 학습모 포함) 자녀만 입소하도록 하고 있으며(성명기, 2009), 네덜란드
의 경우 취업모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영리보육시설, 민간비영리보육시설
의 적정 공급비중이라는 문제는 일률적으로 제시되기보다는 ‘지역 단위’
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필요가 있다.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충돌하고 갈등하기보다는 함께 논의되고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지역 단
위의 기구가 마련되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상의 지
방보육정책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보육분과
가 있지만, 논의 및 합의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기
구를 활용하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든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보육에
대한 합의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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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 제기

현대 스포츠가 정착한 이후 그동안 정부는 전통적으로 엘리트체육을
국가정책 차원에서 강조해 왔다. 그에 따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체
육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
어오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토대로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 및 여가시
간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일부 계층에만 한정되었
던 시혜적 복지 성격의 사회체육프로그램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
는 보편적 개념의 체육복지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김호민,
2010; 남성우, 200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반 국민의 스포츠 참여에 대
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체육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도 엘리트체육보다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체육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김사엽, 2006). 이렇듯 사회체육에
대해 증가하는 정책적 노력은 체육활동의 참여가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어 결과
적으로 국가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문
화체육관광부, 2011b).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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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체육 참여를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인식하여 국가 차원
에서 적극 보장하고 있다(신재휴, 2003). 사회체육 선진국들은 체육활동
참여를 교육권이나 참정권 등과 같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로 인식하여 체육기반에 대한 투자를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하고
있다(국민생활체육회, 2007). 이처럼 사회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와 달리 스포츠가 정치적․경제적 도구로 사
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적 측면의 역할이
그만큼 강화되었기 때문이다(Coalter, 2008; Collins & Kay, 2003).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김달우․
오정석․이용식, 2000),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체육
참여율을 높이는 데 정책적 노력을 경주한 나머지 사회체육이 지니는 사
회통합 및 사회발전을 위한 가치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
흡했다. 그 결과 사회체육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였다(권순용, 2010a). 이로 인하여 국내의 사회체육은 승리주의와
국위선양에 입각한 엘리트체육 위주의 정책의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였
으며(이학래, 2008), 체육 참여의 기회와 시설, 프로그램의 혜택이 일반대
중은 물론, 저개발 지역이나 빈곤층, 노인층, 여성 및 장애자 등 사회적
소외집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회체육은 장기적으로 건강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재정 측면에서
의 강점도 가지고 있어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
이다. 이는 국내에서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달체계 개선을 모색해야 할 이유이다. 국내의 사회체육이
승리주의와 국위선양에 입각한 엘리트체육 위주의 정책의 부차적인 역할
을 수행(이학래, 2008)하였던 것을 벗어나 최소한의 양적확대를 이루었다
면, 이제는 질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내 사회체육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사회서비스의 전달이라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면, 첫째, 체력관리를 위한 과학적 체력관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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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과학적인 체력관리의 필요성 연도별 비교
(단위 : %, 점)
매우
필요하다

필요
하다

보통
이다

필요하
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평균
(5점 만점)

2003

19.0

60.9

16.9

2.9

0.4

-

2006

16.2

58.6

22.1

2.6

0.5

-

2008

8.1

68.2

20.0

3.5

0.2

3.81

2010

10.0

69.0

18.5

2.4

0.1

3.8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a),「2010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을 일반 국민들이 높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제 과학적․체계적 체력관
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과학적 체력관리는 고학력 전문
직의 고소득 계층에서 민간부문을 통해 제한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둘
째, 규칙적 체육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적 영역에서
체육활동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인식되는 경향에 따라 이를 실행
하지 못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a: 90). 셋째, 체육활동 참여 확대
를 위한 우선사항으로 ‘체육시설의 확충과 개방’ 및 ‘사용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접근성 강화가 체육활동 참여 유인의 최우선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불어 사회체육의 양적․질적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사회체육서비스의 전달체계 특성을
바탕으로 구조적 결함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자 또는 소비자의 선택에 대
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의 사회체육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서
비스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역할에만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체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회체육서비스의 핵심요소인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등을 공급하는 전달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고 장기적인 수요 확대
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를 위해 서비스 생
산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유형구분을 넘어서 소비자의 역할을 고려한
전달체계 유형구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안을 공공부문의 영역으로만 한정하기에는 예산 부족의 문제가 대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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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민간부문이 가지는 다양한 욕구의 반영이라는 장점을 놓쳐서는 안 되
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을 바탕으로 사회체
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체육참여
인구증가는 정체기에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 사회체육 참여율 및 청소년
참여율 제고를 목표로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장은 현재 한국의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
악하여 사회체육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복
지 차원의 사회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에 따른 사회
체육참여 양상을 분석하고, 각 전달체계 유형별로 행위자의 역할과 개선
점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
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 이론적 배경

1.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주체의 분류
사회체육서비스는 전달하는 주체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공공부문의 사회체육서비스는 정부나
비영리공익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체육의 형태를 의미한다(소재석․김혁출,
2008). 현재 공공부문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회체육정책의 대표적인 프
로그램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무료 사
회체육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 등이 있으며, 또한
국가의 관리하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도시공원, 도립 및 국립공원 등도
공공부문 사회체육의 범위에 속한다. 공공부문 사회체육은 민간부문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체육에 비해 참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
용으로 효용을 극대화하여 많은 국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회균등은 사회체육의 대중화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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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가 크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체육활동은 최대한 확대되어야 할 필요
성이 있다(Harvey, 1988).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실시하는 사회체육서비스의 경우 중앙집권적이
고 관료주의적인 형태로 진행될 경우 운영의 경직성이 커져 국민들의 다
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내, 결과적으로 의도했던 바와 달
리 일반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Johnson, 19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정부가 유일한 공급주체는 아니지만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체는 정부가 유일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조욱연, 2012), 사회체육은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의 주도하에
여러 다른 단체들과 공동사업이 이루어질 때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체육에 정부가 소극적으
로 개입한다면 대부분의 사회체육서비스가 상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체육서비스의 상업화가 심화되면 사회적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많은 일반 국민들의 체육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
회체육의 실질적인 대중화가 힘들어질 것이다(임번장, 2004; 위성식․권연
택, 2010).
민간부문의 사회체육서비스는 시장의 기능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 법
인, 사회 및 체육단체 등이 운영주체가 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영리 민간체육과 비영리 민간체육으로 나눌 수 있다
(조욱연, 2012: 14). 영리 민간체육은 사설 스포츠 센터 등과 같이 개인이
나 영리단체에 의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상업적인 체육활동
을 의미하고, 반면 비영리 민간체육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
회, YMCA 등과 같은 체육단체나 사회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에 기반을 두
어 일반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되며, 일반적인 영리 민간체육과 달리 사회봉사 차원에서
사회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임번장, 2004).
일반적으로 시장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토대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며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기제로 간주되고 있다(김태성․성경륭, 2006). 하지만 이러한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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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장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인위적인 선행조
건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사회체육서비스를 전적으
로 시장의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Kahn & Kamerman, 1976).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체육서비스 또한 정부를 제외한 채 시장의 기능에만 의존하게
되면 체육활동의 참여 확대 및 질적 성장에 제한점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된다(조욱연, 2012). 민간부문을 통해 공급되는 사회체육 또한 일반 국민
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부문과 그 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나, 영리 민간부문의 경우 이윤 추구를 전제로 운영되기 때
문에 이익이 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에게 체육활동의 지속적인 참여 기
회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소재석․김혁출, 2008). 이러한 민간부문의 사회체육시설을
통한 체육활동은 순수한 이용과 교육적인 가치를 배제할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업적인 사회체육을 애용하고 있
기에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
한 지원과 역할 또한 중요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Palm, 1991).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주체에 따른 체육시설의 접근성을「2010 국민생
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1a)를 통해 좀 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공공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각종 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노
인대학, 경로당, 장애인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내의 체육시설)의 접근성
도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상업체육시설은 일정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연령별․지역별로 접근성에 편차를
<표 5-2>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주체의 특징과 장단점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설
유형

사회체육교실, 동네체육시설,
도시공원 등

사설 스포츠센터

장점

보편성 확보 가능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처가능

단점

운영의 경직성 우려

접근성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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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비영리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접
근성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확인된다. 체육활동 참여 촉진의 선행조건에
대한 인식에서 ‘다양한 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방’에 대한 요구는 점차적
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반대로 ‘체육시설 사용료 조절’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시설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54.0%
(2000년)에서 36.8%(2010년)로 감소하였으나 체육시설 사용료 조절에 대
한 필요성은 7.1%(2000년)에서 28.8%(2010년)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체육시설 접근의 지역별 편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5-3> 체육시설의 접근성
(단위 : %, 명)
공공 학교 민간/ 민간 청소년 각종
체육 체육 상업체 비영리 수련시 복지
시설 시설 육시설 시설
설
시설
전체

직장
체육
시설

기타

없음/ 사례
모름 수

90

91.3

77.2

6.5

11.2

54.7

1

0

1.8

9,000

남자

89.3

91.4

77.4

6.1

10.7

52.5

1.2

0

1.9

4,479

여자

90.7

91.1

77

7

11.7

56.8

0.8

0

1.7

4,521

10대

88.1

94.8

78

7.3

12.8

46.1

0.4

0

1.6

1,371

20대

89.9

93

81.1

7.3

12.7

51

1.1

0

1.5

1,409

30대

91.4

91.6

83

6.4

11.7

54

1.6

0

1.4

1,672

40대

91.3

92

80

7.7

12.3

56

1.3

0

1.5

1,752

50대

91.3

89.7

78.4

7

10.8

58.5

1.3

0

2.3

1,317

60대

88.9

87.9

65.8

3

7.1

59.5

0.1

0.2

2.2

813

70세
이상

85.3

85.1

56.6

4.1

6

64.9

0.3

0

2.6

666

대도시 93.2

93.3

83.1

4.6

14.3

55.7

0.6

0

1.4

4,189

중소
도시

91.7

91.7

81.3

11

11

55.1

1.7

0

1.4

3,201

읍/면
이하

78.3

85.3

53.5

2.6

3.5

51.1

0.6

0.1

3.4

1,610

주 : 중복응답을 허용한 빈도수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a),「2010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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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 유형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설제공의 주체로만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의 성격을
반영한 전달체계 유형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체
육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체를 반영할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이
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여섯 가지 유형은 다음
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5-4>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
예시

서비스생산자

순수시장형

민간체육시설

민간

정부주도형

공공체육시설

정부

일반위탁형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민간

바우처형

스포츠바우처

정부 + 민간

공동체형

동호인조직

민간

공동체지원형

스포츠클럽

정부 + 민간

가. 순수시장형
순수시장형은 민간이 체육활동 관련 각종 서비스나 상품을 일반대중에
게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체육시설이 해당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2011b), 우리나라의 경우(사례 수가 100 이상인 참여종
목만 선정) 사회체육 참여자의 17.8%가 민간/상업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1a: 72). 민간/상업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주된
참여종목은 보디빌딩(헬스), 수영, 골프, 요가, 에어로빅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민간부문의 사회체육은 참여자
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말 현재 국내의 민간체육시설 총 업소 수는 2010년에
비해 2.1% 증가하였으며 면적 또한 6.8% 증가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체육
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5장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167

순수시장형의 경우 다양한 참여 기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측면
에서 공공부문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기제로 작용하지만, 지나
친 이윤추구로 인해 일반국민들의 지속적인 체육활동기회를 제공하지 못
하고, 특히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즉 영리추구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순수시장형은 최대한
많은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의 고급화 및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나. 정부주도형
정부주도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로
서 전문체육시설, 사회체육시설을 의미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1b). 전
문체육시설은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체
육관 등의 체육시설을, 사회체육시설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현재 국민소득의 향상과 여가
시간의 확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국민의 지속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러한 국민의 체육활동 욕구
충족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시
설활용도와 만족도가 민간체육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
한점을 지니고 있다. 종합스포츠센터, 사설 종합스포츠 시설, 사설체력단
련장은 1주일에 3～4회 이상 이용도가 높은 편인 데 비해, 학교운동장, 공
원, 공터와 아파트단지 등 주로 공공부문의 시설 이용 만족도가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활동 공간이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
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실정, 경기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활용도 제
고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주민의 사회체육 참여
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보급 확대, 체육지도자의 체계적
양성 및 효율적 활용 등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과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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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야 한다.
다. 일반위탁형
일반위탁형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이 일반적인 사례이다. 시설
관리가 관주도로 운영됨에 따라 수익성이 저조하고 시설활용도가 미흡한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설 활용도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체육 분야에서도 공공시
설의 민간위탁운영은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정정길․최종원․이시원․
정준금, 2006).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b). 민간에서 체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비용이 절약된다는 확신하에 민간위탁을 실시하더라도 수탁
업자의 수익발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익성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민간위탁으로 인해 체육시설의 공익적 기능이 제한당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 시 비용개념보다는 다양한 활용방안이나 시설 이
용 프로그램으로 위탁의 평가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반위탁형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대구성서운동장의 민간위탁을 들 수
있는데, 주말 축구장 정기 대관 외에는 주중 이용률이 저조한 운동장을
풋살구장으로 활용하여 공간 회전율을 높이고 지역주민 무료강습 등을
통한 프로그램 다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스포츠 활
동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체육행사 및 전통행사 개최, 운동처방 및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화합, 지역민 건강증
진에 기여하고 있다. 운영 면에서는 지자체 산하 시설관리공단 직영에서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전문단체인 대구시사회체육회가 위탁운영토록 전
환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협찬 유치
등을 통하여 운영수지 개선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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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바우처형
현재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스포츠바우처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 전국의
스포츠바우처 지정시설 이용 시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증진
목적과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체육 관련 바우처의 경우 크게 스
포츠강좌바우처와 스포츠관람바우처로 구분되며, 스포츠강좌바우처는 전
국의 스포츠바우처 지정시설 이용 시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
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70%)과 지자체(30%)가 사업 비용
을 부담하고 있다. 스포츠관람바우처는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인 기초생활
수급가정에 농구, 축구, 배구, 야구 등과 같은 국내 프로 스포츠관람 비용
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60%)과 경기단체(40%)
가 각각 사업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바우처 제도는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
설이 결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 등의
서비스 공급주체들의 서비스 질 차이를 규명할 필요와 공공과 민간의 효
율성 차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많은 민간체육시설들이 영
업 적자 타계를 목적으로 스포츠바우처를 신청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질
적 저하에 대한 방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바우
처 시설 유형의 다양화, 아동 및 청소년 성별 활용도 파악, 지역 편중 개
선,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 공동체형
공동체형으로는 대표적으로 사회체육동호인 조직이 해당될 수 있다.
사회체육동호인 조직은 체육활동을 매개로 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공동
체로서 참가의 자율성과 조직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체육동호인 조직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조직으로서 최근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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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육동호인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
다(소재석․김혁출, 2008). 하지만 여전히 공공체육 영역에서보다는 민간
체육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인 활성
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지속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사회체육동호인 조직이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
반 여건 및 지원 체제의 구축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야구,
배드민턴, 축구 등 일부 동호인의 참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
서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회체육동호인 조직의 활성화는 궁극적으
로 사회체육동호인 조직 자체의 자생력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회체육 동호인 조직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강구되어 국민의 체
육활동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바. 공동체지원형
체육관․운동장․체육공원 등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유아․청소
년․노인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여 자율성․자생력을 갖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영리 스포츠 활동 자치조직인 스포츠클럽이 공동체지원형에
해당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1b). 스포츠클럽은 자율성을 토대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회원 스스로 운영하는 자발적 결사체로서 회원 공동의
이익인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 충족을 추구한다. 스포츠클럽은 전통적으
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스포츠 조직과는 성격이 다른데,
특히 구성원이 이해와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공
급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스포츠클럽의 성격은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현재 국내
에서는 기존의 단일종목 동호회와는 달리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종
합형 클럽’으로, 현재 최소 2종목 이상이 가입돼 있고 회원도 100명 이상
을 확보하고 있으며 청소년 회원이 30% 이상 되는 스포츠클럽을 시범적
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스포츠동호인클럽을 스포츠클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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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려는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인남성 위주로 구
성된 사회체육동호인 형태에서 벗어나, 어린이 및 학생(19세 미만 청소
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기존 스포츠 소외계층을 스포츠클럽으로 적극
유인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에 스포츠클럽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장진
우․강효민, 2007).
사회체육 참여율이 높은 해외 선진국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일정액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 민간이 자체적으
로 운영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스포츠클럽이라
는 매개체를 통해 사회체육․학교체육․엘리트체육 3분야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체육 참여율을 제고하고 엘리트체육의 문제점
을 해결하는 등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사회체육을 실행하기 위한 정부주
도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사회체육의 패러다임 변동
그동안 국내의 스포츠 관련 정책은 사회체육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
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 성적을 중시하는 엘리트체육을 더 강조
하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이학래, 2008; 조욱연, 2012). 이에 따라 사회
체육과 엘리트체육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하지만 경제발전을 토대
로 한 국민소득 증대 및 여가시간의 확대로 인해 국민들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정책 또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체육정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이정학, 2007b). 차
후 지속적인 여가시간의 증대와 더불어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점점 확
대될 것으로 보여, 국가정책의 방향 또한 엘리트체육보다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체육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사엽, 2006). 특
히 1980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국가의 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국민들의 소
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체육복지는 더 이상 선진국민들만의 제도가 아
니라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잡게 되어 체육활동에 대
한 국민적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장재옥, 2007).
체육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1980년대 이전까지 엘리트체육 경기력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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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위한 협소한 체육복지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
서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체육복지프로그
램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말에 접어들어서는 사회적 소외계
층에 대한 체육지원 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김달우 외, 2000; 남성
우, 2004). 사회체육은 개인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뿐만 아
니라, 지역간, 계층간 통합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지역사회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에
(국민생활체육회, 2007), 국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 내용분석

1. 서비스 생산자
가. 사회체육서비스 생산 주체
개인의 체육활동 참여정도는 사회체육의 참여 기회를 공급해 주는 운
영과 관리 분야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회를 제공해 주는 주체
에 따른 영역 구분이 중요하다(소재석․김혁출, 2008). 하지만 사회체육을
포함하는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엄격히 구
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Batsleer & Humphries,
2000). 따라서 공공성의 실현 즉 봉사성이라는 측면에서 구분하여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앞에서 기술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의 구분과는 다른 결과를 양산하게 된다.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국민체육
진흥공단은 비영리 민간체육의 형태에 속하나 체육분야에 있어 국민체육
진흥공단은 정부를 대신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생하는 기금을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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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즉 정부의 예산으로 산정하여 기술한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같은 비
영리 민간단체에 속하는 YMCA의 경우 정부의 공적 영역에 상관없이 운
영되므로 민간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일반적인 정부의 공적
영역에 의거하여 관리 및 운영되는 집단은 공공부문으로 간주한다. 이러
한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공공부문의 경우 중앙정부 체육조직, 지방자치
단체의 체육조직,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회와 같
은 체육단체가 속하며, 민간부문은 사설 스포츠센터, YMCA 등의 민간
및 사설단체가 포함된다.
나. 서비스 생산 증가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사회체육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
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체육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남성우,
2004). 1990년 사회체육진흥 3개년 계획인 ‘호돌이 계획’이 실시되어 체계
적인 사회체육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1993년부터 1997년에 걸쳐 1차 국
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으로 인해 사회체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김
호민, 2010). 1990년대 말에 접어들어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체육 정책이 실시되었으며(김달우 외, 2000),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또한 체육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체육서비스 생산
자로서의 역할이 미비하고, 사회체육 참여인구의 확대로 인해 민간 영역
에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민간체육시설의 확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체육의 공공부문 활성화는 기회의 균등을 촉진해 사회체육의 대중화
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공공형태의 사회체육은 최대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부문 사회체육의 경우에도 운영의 경직성이 클 경우 다양
한 욕구와 변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사회체육 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Johnson, 1987).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체육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많은 사회체육활동이 상업화될 우려가 있다. 사회체육활동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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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민간체육시설 증감 현황

개소
면적

2010

2011

증감

55,648

56,807

2.08% 증가

413,726,842㎡

442,028,220㎡

6.84% 증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2),「2012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업화가 심화되면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회체육
의 실질적인 대중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위성식․권연택, 2010).
다. 각 서비스 생산자의 규모(비율)
민간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38,947개소에서 2011년 56,807개소로 증가하였다. 공공체육시설 역시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2011년 말 기준 전국 공공체육 시설 수는 16,127
개소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948개소(4,863,257㎡)가 증가하였다.
공공체육시설의 증가 경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별로는 간이운
동장(마을체육시설) 789개소, 게이트볼장 105개소, 테니스장 62개소, 축구
<표 5-6> 민간체육시설 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38,947 40,205 41,426 42,703 43,157 45,800 50,612 53,851 55,648 56,807
(개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2),「2012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표 5-7> 공공체육시설 연도별 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개소

9,949

10,946

12,342

13,968

15,179

16,127

면적
(㎡)

75,521,274

83,047,662

88,576,416

112,632,585

117,710,657

122,573,914

자료 : 2012년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1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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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1인당
시설면적(㎡)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3

1.09

1.32

1.92

2.16

2.38

2.54

2.88

3.1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b),『2010 체육백서』.

장 60개소, 체육관 58개소, 수영장 17개소, 육상경기장 13개소, 야구장 13
개소 등의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이 손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에 간이운동시설을 집중 설치함에 따라 간
이운동장, 게이트볼장, 실내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과 같은 각종 사회체
육시설이 증가함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민의 사회체육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 사회체육의 공급에 있어 주요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사회체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하
지만 우리나라 공공체육시설의 대부분은 엘리트 선수 훈련 또는 대회 개
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공설운동장 및 육상경기장, 축구경기장,
하키장, 양궁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공공체육시설은 경기대회나 행사 이외에도 체육 강습,
체력측정, 세미나 등 다양한 기능의 활동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우
리나라 공설운동장 개소당 1회 평균 관중수용 규모는 15,985명이지만, 현
행 1회 관중석 이용인원수는 518명에 불과할 정도로 공간의 활용도가 낮
게 나타나고 있다.

2. 서비스 소비자
가. 이용자 유형
「2010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규칙적 체
육활동 참여 빈도는 IMF 이후 최초 조사인 2000년과 경제가 불황이었던
2008년에 각각 5.4%와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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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체육활동 참여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한국종합사회조사(2007)에 따르면, 소득별로 사회체육에 참여하
지 않는 비율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 사회체육참여율 연도별 비교

[그림 5-2] 소득별 사회체육 비참여율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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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서울시 지역별 등록체육시설

주 : 세로축은 등록체육시설, 가로축은 월평균소득임.
[그림 5-4] 서울시 지역별 사회체육참여비용

주 : 세로축은 사회체육참여비용, 가로축은 월평균소득임.

「2010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서 사회체육에 참여하지 않는 비
율을 조사한 결과, 사회소외계층의 사회체육 비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규모별로는 읍/면 이하(58.6%), 성별
로는 여자(58.6%), 연령별로는 70대 이상(64.8%), 성별 및 연령별로는 70
대 이상 여자(68.9%), 학력별로는 초등졸 이하(60.7%), 직업별로는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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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65.7%), 소득별로는 100～150만 원 이하(61.6%)”에서 사회체육 비참
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지역별 월평균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등록체육시설(평균 454개)은 소득이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인
강남구(872개), 송파구(724개), 서초구(579개)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체육
참여비용(평균 46,420원)도 서초구(100,520원), 강남구(78,820원), 송파구
(50,990원)가 높게 나타나 사회체육의 지역별 불균형이 발견되고 있다.
나. 서비스 이용의 동기와 욕구
국민 대부분은 사회체육의 참여 이유로 건강유지/증진과 체중조절/체
형관리 등에 주목하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유지/증진’, ‘체중조절/
체형관리’의 필요성보다는 자기실현/자기만족, 대인관계, 개인의 즐거움
등의 참여 이유가 높은 데 비해,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유지/증진의 필요
에 의해 사회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5-9> 사회체육 참여 이유
(단위 : %, 명)
여가 건강유 체중조절 스트레스 자아실현 대인관 개인의 시간을 사례
선용 지/증진 체형관리 해소 자기만족 계/사교 즐거움 때움 수
100만 원
미만
100～150
151～200
201～250
251～300
301～350
351～400
401～450
451～500
501～550
551～600
601만 원
이상
전체

5.3

79.9

4

2.7

0

1.8

2.7

3.6

224

3.6
6
8.3
5.6
8.4
6.6
5.8
7.1
5.6
9.2

75
63
61.1
54.5
51.3
51
49.9
50.9
56
41.4

9
13.7
15.5
18.9
18.7
18.5
19.5
21.6
19
24.1

2.8
5
6.7
6.6
8.6
8.3
10.2
7.8
9.9
5.7

1.2
2.9
1.6
2.8
3.3
4.5
2.8
2
3.1
4.6

2.8
2.4
3
3.4
3.3
3.3
5.8
4
2.4
5.8

5.2
5.8
3.4
7.3
6.1
7.6
5.8
5.7
3.6
9.2

0.4
1.2
0.4
0.9
0.3
0.2
0.2
0.9
0.4
0

252
416
699
708
723
605
462
348
252
87

3.2

53.2

15.9

6.3

3.2

8.7

9.5

0

126

6.6

56.6

17

7.2

2.7

3.5

5.8

0.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a),「2010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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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체육활동 참여 촉진 선행조건
(단위 : %)
시설
확충

시설
사용료

운동기구
개선/보급

프로그
램 개발

지도자

홍보

기타

2000

54.0

7.1

5.8

13.0

2.7

17.4

-

2003

59.6

6.1

3.7

12.8

1.8

15.0

0.8

2006

50.8

6.5

4.0

13.4

3.8

15.9

5.6

2008

44.2

13.7

8.8

13.5

4.9

14.2

-

2010

36.8

28.8

10.0

5.1

9.0

10.1

0.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a),「2010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표 5-11> 과학적인 체력관리 여부

비율(%)

2003

2006

2008

2010

6.0

10.5

4.5

4.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a),「2010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표 5-12> 체계적인 체력관리 비실행 이유
(단위 : %)
정보 및 지식 부재

비용 문제

시설 및 프로그램 부재

2003

49.2

21.8

28.9

2006

52.1

17.3

30.7

2008

54.2

25.0

20.3

2010

48.2

29.2

22.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a),「2010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국민들이 생각하는 체육활동 참여 촉진의 선행조건으로는 시설확충
(36.8%), 시설사용료 인하(28.8%), 홍보강화(10.1%), 운동기구 개선 및 보
급(10.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요한 시설은 종합스포츠센터(30.8%), 공원(13.2%), 실내체육관(13.2%),
수영장(7.2%) 순으로 나타나,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 공간
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체육, 사회체육, 학교체육 중
우선 발전 분야는 사회체육(72%), 엘리트체육(16%), 학교체육(12%)의 순
으로 조사되었고, 국민의 74.3%가 사회체육활성화가 국가 발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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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기준으로 4.6%의
국민들이 과학적인 체력관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체력관리
향상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정보 및 지식 부재(48.2%),
비용문제(29.2%), 시설 및 프로그램 부재(22.6%)로 나타나며, 특히 비용
문제가 연도별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림 5-5] 국민의 체력관리 방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a),「2010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표 5-13> 저소득층 청소년의 사회체육 참여제약 요인
내용

심층면접결과(저소득청소년)

내재적 제약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태도(스트
체육활동 참여도 및 관심 저조
(intrapersonal
레스, 걱정, 우울)
constraints)
대인적 제약
인간관계나 상호작용의 결과(동반 부모의 체육활동 참여 및 관심
(interpersonal
자 부재)
부족, 체육활동 동반자의 부재
constraints)
구조적 제약 사회적 환경이나 사회, 경제적 지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제약
(structural
위와 관련 요소(재정, 시간, 취업 지역사회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constraints) 등)
의 부족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2011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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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본인의 체력을 개인이 관리(33%)하기보다는 국가가 관리(67%)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의 80%가 과학적인 체력관리 전담기
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연구」를 통한 조사 결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는 <표 5-13>과 같은 사회체육 참여 제약요인이 발견되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사회체육 참여제약은 크게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해당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도 및 관심 저조,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족 및 체육활동 동반자의 부재, 가
정 경제수준에 따른 제약 및 지역사회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나타났다.
다. 각 서비스 이용자의 규모(비율)
현재 우리나라 각 서비스 이용자의 규모를 모두 산출한 자료는 없다.「2010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결과 국민의 41.5%가 주 2회 이상 규칙적
인 사회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 이용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유형은 바우처형과 공동체형, 공동체지원형 등이 있으나, 순수민
간형과 일반위탁형의 경우 이용자 규모를 파악한 자료가 없고, 정부주도
형의 경우 주요 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
서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체육 참여장소 분포를 통해
서 대략적인 유형의 비율을 파악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는데 <표 514>와 같다.
<표 5-14> 사회체육 참여장소 분포

비율

공공
체육시
설

학교체 민간/상
육시설 업시설

49.4%

20.1%

17.8%

민간비
영리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각종복
지시설

0.4%

0.5%

1.4%

직장체 기타시
육시설
설
0.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a),「2010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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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사회체육동호인의 증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클럽 수(개)
52,020
64,665
73,802
77,452
82,781
92,688
95,075
97,697
97,815

동호인 수(명)
1,776,604
2,176,221
2,449,948
2,556,737
2,701,736
2,913,806
2,985,253
3,081,436
3,085,879

인구 대비(%)
3.7
4.5
5.1
5.3
5.6
6.0
6.2
6.3
6.3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우처형의 규모는 2011년 3만 5천 명에서 2012년은
4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체형의 대표적인 형태인 스포츠
동호인의 규모는 <표 5-15>와 같다. 공동체지원형인 스포츠클럽 규모는
2011년 현재 80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기단계이다.
라. 지도의 수혜 경험
체육활동 참여 시 지도자의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8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
부, 2011a).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종목은 대부분 민간부문의 스포츠
영역에 해당하는데 보디빌딩, 수영, 요가, 에어로빅, 골프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지도 수혜 경험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20대 여성과 전업주부,
고소득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재정 공급자
가. 정부 외의 재정공급자의 존재
현재 공공부문 사회체육 재원은 중앙정부 국고예산, 지방자치단체 지
방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사회체육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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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사회체육 발전을 위한 재원조달방법 연도별 비교
(단위 : %)
국고

지방비

별도의 기금

민간재원

2008

48.6

23.8

20.9

6.7

2010

47.7

26.8

19.7

5.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b),『2010 체육백서』.

국가에서 정책적 무게를 두고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나. 서비스 재원 제공의 의도와 목표
정부관련 조직 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 스타와 소외계층 어린
이들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등, 스포츠로 특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체육서비스 확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금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5-6] 국민체육진흥공단 2012년 기금지원 계획 현황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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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정투입의 규모
체육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사회체육에
대한 투자는 엘리트체육에 비해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
이다. 2010년도 체육재정을 재원별로 살펴보면(문화체육관광부, 2011b),
<표 5-17> 중앙정부 국고예산
(단위 : 백만 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회체육

26,252

25,776

11,337

17,649

12,863

93,896

전문체육

77,718

98,342

142,701

193,058

177,563

42,404

국제교류

7,465

13,899

11,939

12,998

7,970

7,609

스포츠산업

2,010

6,792

6,674

6,262

8,269

3,244

장애인체육

-

3,898

8,514

4,110

6,610

5,550

239

145

227

263

244

226

113,684

148,852

181,392

234,340

213,519

159,929

기타
전체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b),『2010 체육백서』.
<표 5-18>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실적
소계
전체

1989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95

31,319 2,130 548 593 704 972 2,708 1,031 1,243 1,726 1,526 1,747 2,291 2,367 2,578 3,860 5,295

소계 30,274 1,394 439 478 649 942 2,708 1,031 1,243 1,726 1,526 1,747 2,291 2,367 2,548 3,860 5,295
전문
14,445
국민 체육
체육 사회
13,943
진흥 체육
학교
1,886
체육

933 300 305 415 443 2,324 522 603 829 420 443 556 667 896 1,585 3,204
394 113 145 200 447 301 430 555 747 952 1,145 1,549 1,527 1,518 2,066 1,854
67

26 28 34 52 83 79 85 150 154 159 186 173 164 209 237

청소년육성

774

500 100 100 44 30 -

-

-

-

-

-

-

-

-

-

-

올림픽기념

271

236

-

-

-

-

-

-

-

-

-

-

9 15 11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b),『2010 체육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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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가 74.1%,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5.0%, 체육단체수입이 6.6%, 국고
가 4.3%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010년도 체육재정은 1,599억 원으로 전
체 중앙정부 예산의 0.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르웨이(1.6%), 독일
(1%), 일본(0.6%)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예산의 경
우 엘리트체육 83.2%, 사회체육 6.0%, 스포츠산업분야 3.8%, 국제체육 3.7%,
장애인체육분야 3.1%로 나타나 여전히 엘리트체육 중심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체육재정의 74.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
체 체육예산의 경우도 사회체육(22.5%)보다 엘리트체육(33.3%)에 더 많
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4. 규제자로서의 정부
현재 정부는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체육시설에 대한 규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을 제정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회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관리, 사회체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하는 등 사회체육 활성
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기준
『2010 체육백서』에 따르면 정부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률」(이하 체시법)을 제정하여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규제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체시법은 공공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두고 있다. 체시법 제6
조에 따르면 사회체육시설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시․군․구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읍․면․동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
외체육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
다. 사회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시․군․구 :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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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주
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읍․면․동 :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중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직장체육시설은 직장의 장이 직장인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체
육시설로서,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인 이상인 직장에는 체시법시행
령 별표 1의 체육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체시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체시법 제8조는 전문체육시설 및 사
회체육시설에 대하여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게 함으로써, 공적 이용이라는 공공체육
시설로서의 성격과 역할을 명백히 하고 있다. 체시법에서는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체육시설업”이라는 용
어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업은 당초 9개의 등록체육시설업과 11개의 신고체육시설업으
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5년 7월 29일 개정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로 되어 있는 등록체육시설업 중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
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 등 6개 시설을 시․군․구 사
무인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2006년 3월 24
일 개정법률(법률 제7913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육성․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상기의 등록체육시설업에서 신고체육시설로 전환된 6개 업
종을 포함 17개 신고체육시설업종 중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
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체육시설업은 회원모집․시설규
모․운영 형태 등에 따라 회원제 체육시설업과 대중 체육시설업으로 세
분화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1b: 310).
이러한 정부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육
시설의 공급 규모가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각종 공공체육시설 확
충과 체육활동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규
제가 필요하다. 또한 노후화된 체육시설의 현대화 및 지역주민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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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사회체육서비스 수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
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1b: 340).
나. 사회체육지도자 육성 관리
현재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
라 민간부문에서도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 및 활용하는 정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b). 사회체육지도자들은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과학적인 운동 방법 및 처방
과 체육시설 사용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체육 관련 프로그
램이나 시설에 배치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관계법령에 의거해 민간부문에
의무배치하거나 국민사회체육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배
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1) 공공부문의 배치 및 활용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단위로 실시된 사회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은, 사회체육지도자가 직접 체육활동이 행해지는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새로운 사회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급 및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
를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2006년도에는 ‘청년전문인력 고용
지원계획’에 따라 처음으로 995명의 전일제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전일제 사회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인건비 50%씩을 부담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서 수당 등을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
던 국고지원을 기금지원으로 대체하고 매칭 펀드(matching fund) 형태로
지원방식을 변경하는 등 전일제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
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b).
현재 공공부문 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에 있어서 두드러진 문제점은
사회체육 지도자의 지역별 편차인데, 지역별로는 경기가 17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170명, 경남이 128명, 경북이 121명, 전남 11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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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비교적 배치인원이 적은 시․도는 제주 25명, 광
주가 44명, 울산 50명, 인천 52명, 대구 58명 순으로 나타나 사회체육 지
도자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민간부문의 배치 및 활용
민간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지도자 배치는 등록 및 신고 체육시
설업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의 체육지도자 배치규정에 바탕을
두고 체육지도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b). 단, 체
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소유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지도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의 숫자에 해당하는 만
큼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종합체육시설업의 경
우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의 적용을 받
아 체육지도자를 현장에 해당 숫자만큼 배치하여야 한다. 2010년 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체육지도자 1급 249명, 2급 1,113명, 3급 23,410명이 배
치되어 총 24,772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과 비교하여 전
체 배치인원은 558명(2.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체육프로그램 활성화
현재 정부는 다양한 사회체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
주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체육프로그램은 사회체육 동호인의 수,
지역적 정서, 연령, 성별, 흥미, 욕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개발되
고 보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체육의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참가
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전개 가능할 수 있
도록 적극 검토 및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참가
자들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남녀
노소 및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나아가
운동장 및 실내 체육관 등의 장소까지 포함하는 세심한 사회체육프로그
램 개발과 보급이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체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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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사회체육광장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02
개소수

500

2003
500

2004

2005

500

2006

500

500

2007
520

2008

2009

520

2010

520

520

사업 횟수 142,816 137,074 140,892 142,672 157,322 166,180 88,609 86,363 74,924
실적 참가
5,370,996 4,703,464 4,943,438 5,029,846 5,452,284 5,955,670 4,818,484 4,750,232 2,822,325
인원
주 : 2010년도부터는 사업실적에서 지방비로 운영된 사회체육광장의 참가인원 제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b),『2010 체육백서』.
<표 5-20> 2010년 지역별 사회체육프로그램 참가 현황

프로그램

어린이
체능
교실

청소년
체련
교실

장수
체육
대학

여성
생활
체육
강좌

레크리
에이션
교실

클럽
대항
청소년
체육
대회

직장
체육
지도자
강습회

참가인원

261,161

165,313

384,773

200,887

58,416

20,564

933

주 : 2010년부터 시․도사회체육교실운영이 전액 지방비로 추진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별로 다양한 사회체육프로그램을 운영.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b),『2010 체육백서』.

① 사회체육교실 : 소규모 지역단위로 사회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체육의 일상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2년 3,208개소, 2003년
3,261개소, 2004년 3,374개소, 2005년 4,241개소, 2006년 3,915개소, 2007년
3,946개소, 2008년 3,886개소, 2009년 4,205개소, 2010년 4,146개소가 운영
되었다. 시․도 사회체육교실사업 예산은 2009년까지 정부에서 30%, 지
방자치단체에서 70%를 분담하며 추진해 왔으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
되었기에 2010년부터는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
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관되었다.
② 사회체육광장 지도자 사업 : 2010년 12월까지 전국 520개소에 사회
체육광장 지도자가 배치되어, 매일 아침 또는 저녁시간대에 약수터, 공원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현장에서 약 7개월(4～10월) 동안 지속 운영되고
있다.
③ 어린이체능교실 :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심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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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발달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0년 어린이체능교실은 서울, 경북, 제주 지역을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261,161명이 참가하였다(표 5-20
참조).
④ 청소년체련교실 : 청소년체련교실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
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165,313명이 참가
하였다. 이 외에도 장수체육대학 및 여성생활체육강좌, 레크리에이션교
실,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등 다양한 사회체육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제4절 유형별 서비스 행위자의 역할 및 개선점

1. 순수시장형
순수시장형은 최대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 쾌적한 체육 공간 및 시설,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참가자의 흥미와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여 공공영역의 사회체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
만 지나친 이윤추구로 인한 사회체육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표 5-21> 순수시장형 서비스 행위자의 역할 및 개선점
역할

개선점

공급자

공공부문의 사회체육을 보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공급

지나친 이윤추구로 인한 사회체
육의 상업화

소비자

자신의 욕구 충족을 실현하기 위
하여 시장에 참여

집단 간 체육격차 조성

규제자

영리추구 체육시설의 시설 및 지
도자 배치 의무화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
도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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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체육격차 조성의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
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2. 정부주도형
공공부문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사회체육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것은,
근래에 이르러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나 일반 국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
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집 주변에
조성된 체육시설의 조사 결과 ‘학교체육시설’ 다음으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 정부의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국민의 체육시설
접근을 높이며 체육활동 참여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의해 실시되는 사회체육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다양
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와 더불어 지나친 규제로 인한 관리의 경직화
가 우려된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또한 주 2회
이상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체육활동 참여인구 제고에서 벗어
나 체육활동 참여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주 3회 이상의 체육활동 참
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질적 제고를 위한 정부주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표 5-22> 정부주도형 서비스 행위자의 역할 및 개선점
역할

개선점

공급자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
하여 다양한 계층을 포용

민간부문에 비해 시설 및 프로
그램이 다양하지 못함
정부예산의 한계

소비자

사회체육참여를 통한 건강증진

공공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규제자

다양한 규제를 통한 사회체육서
비스의 공적 가치 증진

지나친 규제로 인한 관리 경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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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위탁형
일반위탁형은 사회체육시설이 관주도로 운영됨에 따라 수익성이 저조
하고 시설활용도가 미흡하여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체육 분야에서
도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전문적인 위탁관리 결과, 시설 및 공간 활용도가
높아져 국민들의 사회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반면에 책임소재가 불문명하고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선행되지 못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향후 위탁관리기관의 자격 및 관리 강화를 통한 공익성 확보
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23> 일반위탁형 서비스 행위자의 역할 및 개선점
역할

개선점

공급자

전문적인 위탁 관리 기능으로
경영효율성 제고

책임소재 불명확 및 수익성 감
소

소비자

사회체육참여를 통한 건강증진

공공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
음

규제자

위탁관리를 통한 시설 및 공간
활용도 제고

위탁관리기관의 자격 및 관리
강화를 통한 공익성 확보

4. 바우처형
스포츠 바우처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레저ㆍ스포츠 활동을 따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소외계층의 사회체육 참여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
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의 한계 및 사각지대의 발생과 더불어 소비
자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이 주요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공급주체들이 무분별하게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 및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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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4> 바우처형 서비스 행위자의 역할 및 개선점
역할

개선점

공급자

소외계층 지원

지원대상의 한계 및 사각지대
발생

소비자

사회체육참여를 통한 건강 증진

적극적인 참여 부족

규제자

소외계층 선정을 위한 자격 및
절차 강화

공급주체들의 서비스 질 및 효
율성 검토

5. 공동체형
공동체형은 특정 스포츠 종목을 매체로 스포츠 팀의 공동 목표와 개인
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유지 및 발
전시키는 기능 집단으로서 성원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하여 경기의
참가와 승리, 운동수행능력의 향상,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형태이며,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결성된 사회집
단으로서 특정 종목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형태이다. 국민들 개개인이
특성에 맞는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체육참여를 통한 건
강증진 및 연대감 형성에 기여한다. 하지만 현재 동호회적인 성격으로 인
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한정되어 조직
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표 5-25> 공동체형 서비스 행위자의 역할 및 개선점
역할

개선점

공급자

체육참여를 통한 건강증진 및
연대감 형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

소비자

각자의 특성에 맞는 활동 참여

동호회적인 성격으로 인해 개
인적인 참여 어려움

규제자

조직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재정 부족으로 인한 체계적인
지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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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체지원형
공동체지원형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로서 정부에서
시설 등을 제공하고 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며 전 연령층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스포츠시설 중 약 70% 이상이 시정부와 지역스포
츠클럽이 공동으로 건설한 것일 만큼 정부 차원에서 사회체육이 적극 추
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클럽은 자율적, 자생적 조직으로 전 계층을
포괄하는 스포츠 참여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최상의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급
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소 및 공간이 부족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이 부족하여 스포츠클럽의 정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이다.
<표 5-26> 공동체지원형 서비스 행위자의 역할 및 개선점
역할

개선점

공급자

전 계층을 포괄하는 스포츠 참
여 환경 제공

공급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공
간 부족

소비자

자율적ㆍ자생적 조직 운영

자체적인 운영 능력 부족

규제자

국민의 스포츠참여 확대를 위
한 최상의 시스템 유지

시설 및 예산 부족

제5절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1. 생애주기별 사회체육 활성화
한국의 경우 사회체육참여율이 수년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의 사회체육참여는 개인의 의지로 인해 포화상태로 접어든
상태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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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육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동기부여나
여가시간의 부족 등 내재적인 장애요인(internal barriers)들은 주로 높은
교육층과 블루칼라 계층에서 사회체육참여를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지
목되고, 낮은 수입․교육․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한 접근성 부족은 외
재적 장애요인(external barriers)으로 지목된다(Lindström, Moghaddassi,
& Merlo, 2003).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외적 장애
요인을 생애주기별로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형태로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체육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10대(52.0%)와 70대 이상(53.0%)
에서 가장 높다. 청소년(10대)의 주 2회 이상 규칙적 신체활동 참여율의
연도별 비교결과, 1994년 50.2%, 1997년 50.9%를 보이다가 2008년 30.5%,
2010년 34.8%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a). 한편 60
대, 70대 노령층의 경우에는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상업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국가체력 수준을 예고한다는 점에
서, 그리고 고령층의 경우에는 건강한 노후의 보장을 위한 준비라는 점에
서 체육활동의 참여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실제로 최근 한국 청소년들의
체력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역시 1998
년 8.5%에서 2009년 9.1%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서울그물망복
지센터(2011) 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46.5%가 건강문제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여기고 있다.
한편 일반직장인들은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체육활동의 참여가 곤
란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체육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
은 1986년부터 50인 이상의 사원을 둔 기업 중 54%가 건강증진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으며(미국 보건성, 1991), 2000년에는 85%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는 개인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사회체육 참여 독려가 아닌 국민
전체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체육 활성화 방
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과 노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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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체육

1주에 150분 이상, 소아와 청소년에게는 매일 60분 이상 유산소활동과 근
력․뼈 강화를 위한 신체활동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전 연
령층에 걸쳐 운동시간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각 생애주기별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선행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체육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런 점에서 ｢2010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조사 결과, 사회체육 참여 촉진의 선행조건으로 28.8%가 ‘시설사
용료 인하’를 들었는데, 2000년 7.1%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반대
로 시설확충(36.8%)에 대한 필요성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
를 보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a). 따라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
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체육 참여 촉진의 선행조건인 ‘시설확충’
과 ‘시설사용료 인하’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두 선행조건을
종합해 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요구된다. 결
국 이는 상당부분 국가주도의 시설확보를 의미하며, 가장 필요한 시설로
지목된 실내체육관(13.2%)과 종합스포츠센터(30.8%)를 혼합한 다목적 국
민건강 스포츠센터의 공급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체육격차의 축소
경제적 요인은 체육활동 참여 증가를 억제하는 한 요인으로 지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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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회체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994년(43.3%)을 기점
으로 계속 줄어들다가, 2003년(22.5%)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여 2010년
에는 45.3%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체육 비참여율의 증가는 빈곤
율이 2000년 10.5%에서 2010년 15.1%로 증가하고, 지니계수 또한 2000년
0.2999에서 2010년 0.310으로 악화된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사회경
제적 영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국민들이 체계적 체력관리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정보 및
지식 부재’, ‘비용문제’와 ‘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재’로 지적된다. 이 중 특
히 비용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저소득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사회체육 참여의 제약 요인으로 ‘가정 경제
수준에 따른 제약’, ‘지역사회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체육참여의 기회 불균형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
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2011)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를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2～18세) 비만은 지난 10년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고소득일수록 비만도가 높
았지만, 현재는 소득 상위 25%의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6.6%에서 5.5%로
감소한 반면, 소득 하위 25%의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5.0%에서 9.7%로 2
배 가까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의 심각성은
소아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개인 건강의 위협 요인으로 작
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체육격차의 축소를 위해서는 사회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활
용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공공체육시
설은 물론 학교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을 확충·연계하고,
이용시간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체력에 대한 관심과 스포츠활동 참여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11년 말 기준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인 3.29㎡를 선진국 수준인 5.7㎡로
향상시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체육시설을 확보함
으로써 체육활동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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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 방법으로 건물옥상, 주차장 등 공영시설을 활용해 체육시설 가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건물옥상은 ｢건축법｣과 ｢국토위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내 건축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도록 명시되어 있다. 마포 ‘염리생활체육관’은 공영주차장 연면적의 30%
를 ‘운동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공
영주차장 옥상에 실내체육관을 설립하였다. 현재 국내의 경우 체육시설
을 확보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가용공간 부족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체육시설 가용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국의 건물이나 공영시설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설치 시 세금감면 혜택이
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직장체육활성화를 위해
적정수준의 체육시설 면적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또한 학교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방
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현재 장소의 제약으로 주거지역 내 사용가능한
공간은 학교가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2010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시설로 13.2%가 실내체육관을 들고 있는데 정부에서 학교
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주는 대신 수업시간에는 학교가 활용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체육서비스의 확충 및 연계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예산의 확충이
절실하다.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최근 사회체육에 대한 정책적 중
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체육 증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
나, 사회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
부예산에서 체육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0.08%, 2006년 0.10%,
2007년 0.11%, 2008년 0.13%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
2009년 0.11%, 2010년 0.07%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체육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수준은 외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
다. 사회체육 선진국의 중앙정부 체육부문에 대한 지출은 1998년을 기준
으로 노르웨이 1.6%, 독일 1.0%, 일본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0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0.07%(1,526억 원) 정도를 차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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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단체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관계법령 정비
이제는 공공부문 사회체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부처 간 상
호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수요확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회체육의 활성화에 필요
한 3대 요소인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등을 공급하는 전달체계가 파편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회체육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지만 학교
체육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 사회복지관의 체육관련 업무는 지자체와 보
건복지부 등에서 관할하고 있다.
부처 간의 연계 미흡은 건강관리 차원의 사회체육 추진을 저해하고 있
다. 공공부문 사회체육은 민간부문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체육에 비해 비
용이 저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사회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할 수 있어, 체육의 참여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체육 참여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는 체육관련 부처 및 단체, 지방자치
단체를 포괄하는 통합적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의 사회
체육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와 연계되는 전달체계
를 모색해야 한다. 사회체육의 참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체
육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사회
체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복지와 연계되는
전달체계 구축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유기적인 협
조체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사회체육정책을 책임지고 있
는 문화부 이외에도 많은 정부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
회체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ㆍ보건부, 환경부, 교
육부 등과 같은 정부부처들이 스포츠조직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체육 참여
율이 60%에 달할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사회체육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체육진흥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및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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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ㆍ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체육진흥을 위한
체육관계법령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국민체육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권장
법적 성격으로 인해 구속력이 약해 체육정책의 적극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엄연히 ｢국민체육진흥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체육은 장
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어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므
로 소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b).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부처 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체육진흥
관련 조항의 적극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체육정책에 관하여
정하는 의무조항을 강력하게 집행하여 사회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
여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체육 관련 법령에서는 사회체육활성화의 기본
요소이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체육동호인 클럽의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사회체육에 대한 지원근거가 불명확해 사회체육동호인
활동이 비체육행사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이다(김혁출, 2009).

제6절 결론 및 제언

현재 한국의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하
여 있다. 첫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확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
다. 많은 국민들은 과학적인 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
회체육 전달체계는 이를 보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체육활동이 효과
를 내기 위해서는 주당 참여 이용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참여이용도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낮은
편이다. 또한 정보 및 지식부재, 비용문제, 시설 및 프로그램 부재로 인해
과학적 체력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체육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사회체육 참여율이 수년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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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현상에 대한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 악화와 더불어 개인적인 참여가능
성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사회체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셋째, 사회체육참여의 기회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며, 사회체육 비참
여율이 가장 높은 계층은 사회소외계층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해
결이 필요하다. 저소득 청소년의 사회체육참여 제약요인으로는 ‘가정 경
제수준에 따른 제약’, ‘지역사회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문제에 직면하여 본장의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체육서비스의
전달체계 특성을 바탕으로 구조적 결함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대안을 제
시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서비스 생산자의 역할을 중
심으로 한 유형구분을 넘어서서, 서비스 이용자 또는 소비자의 선택에 주
목한 전달체계 유형 구분을 시도하였다. 사회체육서비스는 다양한 욕구
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각각의 서비
스전달체계 유형에 따라 공급자, 소비자의 특성이 다르며, 제도적 규제자
로서 정부의 역할도 다르다. 단순히 접근의 보편성 확보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공부문,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처할 수 있는 민간부문으로
구분해서는 실재하는 다양한 이용자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
로 본고에서는 순수시장형, 정부주도형, 일반위탁형, 바우처형, 공동체형,
공동체지원형으로 전달체계 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성되는 맥락을 서비스 생산자, 서
비스 소비자, 재정공급자, 규제자로서의 정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는 각각의 행위자들의 규모, 서비스 참여의 목표와 필요를 바탕으로, 전
달체계 유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에 따른 역할 및 개선점을 살펴
보고,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시도하였다. 각 전달체계별로 서비
스 행위자의 역할 및 개선점을 논하는 것과 더불어 큰 틀에서 사회체육서
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다시금 공급자이자, 규
제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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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 사회체육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아, 청소
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여 촉진
선행조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체육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체육격차 해소 및 사회체육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확충 및 연계가 필요하다.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이 증대됨에 따
라 시설 관련 제약은 2000년 54.0%에 비해 2010년 36.8%로 많이 줄어들
었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과는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도 체육활동
참여의 주된 제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체육시설
가용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공체
육시설뿐 아니라 학교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체육에서 공공부문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오늘날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행복한 삶의 척도로 사회체육에 대한 중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실시되고 있다. 사회체육을
공공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선진복지국가들은 사회체육 참여 확
대를 위하여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물론 사회체육 선진국조차
처음부터 사회체육에 국가의 역량을 투자한 것은 아니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응집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필요성에 의해 점진적으로 사회체육에 대
한 투자를 확대하여 나갔다. 이제 사회체육정책은 더 이상 스포츠 자체에
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 및 사회갈등 해소에 공헌하는 사
회발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관련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각종 체
육단체가 서로 자신들의 영역을 고수한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이
중복되고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
민들의 체력관리를 위하여 국민체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는 국민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두 센터의 경우 업무 성격이 거의
유사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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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분산된 체육관련 정부부처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단
체의 설립 또는 업무를 조율하고 총괄할 수 있는 협의체나 기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체육 진흥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 등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
요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 현재 직장체육시설의 설치는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500명 이상의 상시근무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
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직장, 가까운 직장체육시설
이나 그 밖의 체육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직장,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
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등은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인 이상의 직장이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
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체육시설 중 종합스포츠센터(30.8%)의
설치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기 때문에 체육시설 규제 완화를 통하여 체육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체육활동 공간의 극대화 측면에서 정부의 지
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체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최적의
모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
만, 앞에서 제시된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 유형을 좀 더 종합적으로 살
펴보면 대략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체육은 정부부문의 경우 중앙정부 예산의 한계로 인
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 증가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를 충족시켜 주기 힘든 한계에 직면해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이윤추
구로 인한 사회체육의 상업화로 인해 집단 간 체육격차가 심화되는 단점
을 보이고 있어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
이다. 일반위탁의 경우 한동안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체육시설 및 공간
활용도를 높일 목적으로 민간기업에 맡기는 시도가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일련의 폐단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바우처형의 경우 소외
계층의 체육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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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지원대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공동체형인 사회
체육동호인조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여 범국민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
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지원형 중 하나인 스포츠클럽은 국내 사정상 공급
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소 및 공간이 부족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예산이
부족하여 스포츠클럽의 정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부부문과 시장부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바우처형과
공동체지원형이 해당된다. 바우처형의 경우 지원대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행해지는 사회체육의 목적을 제대로 충족시키
기 힘들기 때문에 모든 연령 및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공동체지원형이
좋은 대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앞에서도 밝혔듯이 서구에서 실시
되고 있는 스포츠클럽 형태를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제약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점을 보충할 수 있는 기제로 공동체형인 사회체육동호
인조직을 활용하는 한국형 공동체지원형을 제시해 본다.
사회체육동호인 조직의 활성화는 사회체육동호인 조직 자체의 자생력
을 얼마나 갖추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
직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공동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체육동호인 조직에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체지원형인 한국형 스포츠클
럽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증가하는 사회체육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생애주기 및 사회적 소외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맞춤형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장 적합한 모델일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정
부 및 학계 차원에서 현재의 엘리트체육과 사회체육의 이분화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사회체육 선진국들의 형
태인 전통적인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에는 재원의 마련이 쉽지 않기 때
문에 현재 활성화된 공동체형인 사회체육동호인 조직을 이용하여 정부차
원에서 시설, 조직 및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인 공동체지원형
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국내의 현실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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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클럽은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스포츠클럽이 활성화
된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의 경우는 행정법원에 등록함으로써 법인 자격
을 갖추고 있고 정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나 각종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계층별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도 공동체지원형을 활성
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회체육동호인 조직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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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건의료성과 결정요인 분석과 보건의료 재원조달․전달체계에
대한 시사점

제1절 문제 제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민간병의원 중심의 보건의료전달, 높은 민간
재원조달비중, 보험급여항목에 대한 가격중심의 정부규제로 특징지어진
다. 이러한 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은 보험비급여항목의 증가, 고가의료장비
사용증가, 과다한 병상 수, 많은 약사용량, 빈번한 의사방문횟수, 치료중
심의 의료행위,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인력 과소라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
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비를 증가시키며 비용-효율성과 비용-효과성을
낮추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비급여의 증가, 고가의료장비 사용
증가, 의료비의 증가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보건의료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적은 자원
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성과를 높이고 효율성, 형평성을 높일 수 있
는 보건의료 전달체계 및 재원조달방법은 무엇인가?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면 되는가? 굳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현재와 같
이 민간부문이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되 공적재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보건의료성과를 위해서 재원조
달, 전달체계에서 공공ㆍ민간부문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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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가?
본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 보건의료체계를 재정, 전달체계 특징에 따
라 구분하고 이것이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형평성, 효율성, 효과성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보건의료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전달체계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현재 민간영리병원제도 도입, 민간보험활성화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혹은 실행) 향후 한국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재
정책임 방식에서의 공공ㆍ민간역할분담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
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특성 혹은 재원조달 특성이 보건의료성과의 일부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있으나,41) 전달체계 특성과 재원조달
특성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보건의료성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국
가 간 비교연구한 연구는 없다.42) 국가 간 보건의료성과를 비교한 연구
는 있으나 보건의료성과를 보건의료전달체계(혹은 재원조달 특징) 특성
과 연관지어 연구하지는 않았다(유근춘 외, 2003). 본 연구에서는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재원조달, 전달체계 특성이 광범위한 보건의료성과
지표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
닌다.

41) Gerdtham(1998)은 의료전달체계 특성과 재원조달 특성이 보건의료성과 지표의
하나인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만을 측정하였다.
42) 김진현(2005)은 보건의료체계에 따른 보건의료성과의 차이를 측정하였으나 주로
재원조달의 특성이 보건의료성과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였을 뿐, 보건의료전달상
의 특성이 성과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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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배경

1. 보건의료 전달체계, 재원조달 특징에 따른 보건의료성과
가. 재원조달 특징과 보건의료성과 간의 관계
보험은 일종의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는 정확한 시장가격
을 알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서비스가 과잉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 비용상
승이 발생한다(Pauly, 1968; Feldstein, 1973). 그러나 보험이 민간재원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공적 재원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 정부의 통제강화로
과소비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으며, 보험 비가입자로 인한 문제가 줄어
형평성을 증가시키게 된다(Besley & Gouveia, 1994). 독일의 예와 같이
의료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전달되나 재원조달이 공적으로 될 경우 국가
의 가격 및 의료기술에 대한 강한 규제로 보건의료성과가 긍정적일 수 있
다(Besley & Gouveia, 1994).
Gerdtham et al.,(1998)에 의하면 공공재원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의료
비가 감소하였다. 김진현(2004)의 연구는 외국 연구결과를 종합하면서 민
간의료비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대기환자의 비율이 적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의료재원비중이 낮을수록 신의료기술의 도
입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으며, Glijns & Halm(1991)의 연구결과에 의하
면 의료비 증가의 10～40% 정도는 신의료기술의 도입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진현(2005)의 분석결과 공공의료재원비중이 신의료기술 도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김진현(2005)의 OECD 국가 대상 연구결과에 따
르면 공공재정지출비가 높을수록 의료비가 줄었으며 효율성(의료비 대비
영아사망률)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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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달체계의 특징과 보건의료성과 간의 관계
보건의료시장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해 적절히 규제되지
않을 때 필요 이상의 수술, 과잉투약 등의 문제가 나타나며, 이는 의료비
를 상승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춘다(양봉민, 2010).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서는 공급자 경쟁 및 소비자 선택을 통한 경쟁의 편익, 즉 가격하
락과 질 상승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의료의 역
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의사, 병상 등 공급의 증가는 의료의 특성상 수요
를 유발하여 의료이용률을 상승시켜 의료비지출을 증가시킨다. 공급의
증가가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면, 의료비지출은 늘어나지만
건강증진은 미미하게 된다(양봉민, 2010: 69). 또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은 지역 간 의료이용기회의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민간의료공급체계를
가질수록 예방이나 건강증진보다 치료중심의 의료서비스 발달, 이윤추구
를 위한 고가의료장비를 선호한다.
의료서비스가 민간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소비자의 무지로 인해
독점적 특성이 나타난다. 의사가 환자에게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해도 환
자는 모르고 다른 의사로 바꾸지 않는다. 가격을 싸게 책정하거나 이를
홍보하여 환자를 끄는 행위를 비윤리적으로 보고 의사집단이 제한해 왔
다(양봉민, 2010).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고가의료장
비에 대한 가격이 공급자마다 서로 상이하고 환자들은 특정 공급자가 비
싼 가격을 매기더라도 잘 모르고 이용하게 된다.
경쟁적 시장에서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이용량이 늘어난
다. 의료시장에서는 의사공급의 증가가 의료수요를 증가시켜 가격을 상
승시키는 유인수요가 존재한다(Evans, 1974). 이러한 유인수요는 행위당
수가제와 결합되면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의료공급은 늘어나는데
행위당 수가제에 의존할 경우 의료이용을 증가시켜 의료비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간에서 의료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 무
지에 의한 공급자유인수요는 인두제나 총액계약제와 같은 선불제 지불보
상제도 도입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양봉민, 2010).
가계, 기업, 정부로부터 모인 재정은 인두제, 행위당수가제, 총괄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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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제와 같은 배분방식에 의해 의료기관에 전달되는데, 지불보상제도는
공급자의 의료제공 행태 및 의료자원의 배분을 결정한다(양봉민, 2010).
지불보상방법은 공급자의 서비스 제공행태, 환자의 서비스 소비행태, 의
료인력 및 시설의 분포, 의료서비스의 질 및 제공되는 양에 영향을 미친
다. 행위당수가제는 진료내역에 따라 지불되므로 양질의 보건의료가 제
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과잉진료, 과잉투약, 시설 및 장비의
과잉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예방이나 건강증진보다 치료중심의
서비스의 제공에 치중하도록 한다(양봉민, 2010). 인두제, 봉급제, 포괄수
가제, 총액계약제와 같은 선불제는 과소진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하려는 동기가 강하여 생산성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입원진료보다 값싼 외래진료를 선호한다(입원서비스가 외래서
비스로 대체). 또한 사전보상제의 경우 의사공급이 과다할 경우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력의 지역 간 균형적 분포가 가능하며 의료비 절감효
과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공적 의료공급체계일 경우 과잉진
료 등의 문제가 가장 적으며, 민간공급체계일 경우에도 선불제와 같은 지
불보상제도를 실시하면 보건의료시장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공급체계이면서 행위당수가제와 같은 지불보상제도
를 취하는 경우 과잉진료, 과잉투약, 고가장비의 과잉투자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경우 선불제 지불보상제
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전달체계를 가진 경우에 보건의료성과가
낮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적 전달체계가 민간전달체계에
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아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경험적 증거가 없다(Besley & Gouveia, 1994).
또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Besley & Gouveia,
1994). 종합해 보면, 대부분 선불제를 취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의 경우
전달체계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성과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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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국가 보건의료체계 유형과 보건의료성과의 관계
양봉민에 의하면, 의료서비스를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보건의료
를 경제 내의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보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양봉
민, 2010: 76).43) 기본권으로 보는 경우 공적재원조달이 되며 의료기관의
소유형태도 국공립이나 비영리민간기관이 대다수이다. 지불보상제도는
선불제인 인두제나 총액계약제를 실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를 시장원리로
보는 경우 재원은 주로 민간의료보험으로 조달되며 본인부담비중이 높고
영리를 추구하는 병의원이 존재한다. 지불보상제도는 후불제인 행위당수
가제를 도입한다. 기본권으로 보는 경우와 시장원리로 보는 경우 국민의
료비44), 인력 및 시설자원의 분포, 본인부담 의료비비중, 의료비 대비 건
강상태, 신기술도입 정도, 공급자의 과잉진료 등에 있어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또 다른 분류를 살펴보면, 재원조달, 전달체계로 OECD 국가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Docteur and Oxley, 2003). 공공통합모델, 공공계
약모델, 민간보험/공급자모델이다. 공공통합모델(public-integrated model)
은 재원조달, 전달체계 모두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인력에 대해서는 봉
급제로 지불되며, 인구의 대부분은 공적제도에 의해 보장을 받는다. 비용
통제가 쉬우나 산출물, 효율성, 질, 소비자에 대한 반응성을 개선하려는
인센티브가 적다. 김진현(1995)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공통합모델인 경우 의료비를 절감하였다. 노르딕국가, 호주, 이
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
덴 등에서는 1차 의료, 급성케어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도 통합적 전달체계
하에서 제공하고 있다(OECD, 2005).45)
43) Culyer et al.(1985)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하였다.
44) 의료비 증가 원인은 노령화, 소득의 증가, 의료기술발달로 인한 의료생산비용 상
승, 소비자 무지로 인한 수요창출, 의료서비스 공급증가로 인한 수요창출, 비용증
가적 의료장비의 설치, 의료비지불보상방식, 제3자지불방식에 의한 소비자와 공
급자의 비용의식 약화이다(양봉민, 2010).
45) 통합적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 행정, 관리, 조직, 서비스 전달체계, 실천적 수
준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와 사회
복지 영역 간의 통합이 효과가 나타날 만큼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가 많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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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모델(public-contract model)은 공적지불자가 민간공급자와의
계약하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모델이다. 대부분의 민간공급자는 비영리공
급자이다. 선불제 지불보상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공공통합모델보다 소비
자에 대한 반응성은 높다. 하지만 비용통제 측면에서는 공공통합모델보
다 덜 성공적이다. 정부에 의한 규제나 통제가 더욱 요구된다. 캐나다, 대
부분 유럽국가, 일본, 영국, 뉴질랜드가 이에 해당한다.
독일, 호주, 영국과 같은 공공통합모델, 공공계약모델의 OECD 국가들
의 경우 환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자 선택, 주치의 미등록, 행위당 지불보
수체계의 사용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전체계적인(system-wide) 케어제공
전략을 실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케어의 연속선상에서 서
비스들 간의 조정에 초점을 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Nolte, 2008).46)
민간보험/공급자모델은 민간재원으로 민간공급자에 의해 서비스가 전
달된다. 지불보상제도는 행위당수가제가 많으며 소비자 선택 정도와 소
비자 욕구에 대한 반응성은 높으나 비용통제가 어렵다. 스위스, 미국 등
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민간보험/민간공급모델인 미국도 1990년대에
는 매니지드케어(managed care)로 가격과 양을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보험자는 민간공급자와의 선별적인 계약을 통해 경쟁을 증진시키고 소비
자선택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공적재원조달자가 민간공급자와 계약하는 공공계약모
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적재원조달자가 민간공급자와 계약을 하되 건
강보험급여에 대한 가격과 관련된 부분만 계약하고 있어 공공계약모델
보다 국가의 규제와 통제가 약한 특성이 있다. 또한 지불보상제도 또한
아니다(최은영 외, 2005).
46) 독일의 경우 2002년부터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에 의해 Disease Management
Programmes(DMPs)를 도입하여 당뇨, 유방암, 관절염 등의 질병을 관리하고 있
다. 1993년부터는 보험자가 단일의 공급자 혹은 공급자 네트워크와 계약을 맺어
급성기 병원과 재활케어 간의 통합적 케어 제공에 초점을 둔다. 영국의 경우 당
뇨, 암, 장기요양(long-term conditions), 정신건강과 관련하여서는 건강증진(health
improvement), 예방(1, 2차 예방 포함), 진단, 치료, 재활이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
서 접근하며, 이러한 관점하에서 2004년부터 케이스매니지먼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일반의가 조정된 케어(coordinated care)에 더 많이 관여하도
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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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모델에서 주로 사용하는 선불제가 아니고 민간보험/민간공급모
델에서 나타나는 행위당수가제를 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공공계약모델 국가에 비해 공적재원조달
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이처럼 공적재원 비중이 낮고 국가 규제가 약하
여 민간보험/민간공급모델의 특성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적재원
비중은 민간보험/민간공급모델보다 높지만 공공병원 비중은 민간보험/민
간공급모델보다 더 낮은 특성을 갖는다. 종합해 보면 한국은 공공계약모
델과 민간보험/민간공급모델의 하이브리드형으로 보인다. 즉 공공계약모
델의 특성이 보이기는 하지만 공공계약모델보다는 국가 규제는 약하고
민간보험/민간공급모델의 특성이 함께 공존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공급되지만 공적재원조달자가 선불제 등으로 공급자를 강하
게 통제하고 있는 공공계약모델 국가들과 동일한 보건의료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민간보험/민간공급모델과 비슷한 보건의
료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한국은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
험 강제지정기관으로 지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민간보험/민간공급
모델에 속하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 정책 또한 시행되지 않고 있어 관리된 경쟁을 통한 보건의료성과의
제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
달체계 및 재원조달 특성과 그로 인한 보건의료성과 간의 관계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한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재정, 전달체계의 특징과 보건의료성과
한국의 경우는 공적재원조달자가 민간공급자와 계약하는 공공계약모
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적재원조달자가 민간공급자와 계약을 하되 건
강보험급여에 대한 가격과 관련된 부분만 계약하고 있어 공공계약모델
보다 국가의 규제와 통제가 약한 특성이 있다. 또한 지불보상제도 또한
공공계약모델에서 주로 사용하는 선불제가 아니고 민간보험/민간공급모
델에서 나타나는 행위당수가제를 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공공계약모델 국가에 비해 공적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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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이처럼 공적재원 비중이 낮고 국가 규제가 약하
여 민간보험/민간공급모델의 특성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적재원
비중은 민간보험/민간공급모델보다 높지만 공공병원 비중은 민간보험/민
간공급모델보다 더 낮은 특성을 갖는다. 종합해 보면 한국은 공공계약모
델과 민간보험/민간공급모델의 하이브리드형으로 보인다. 즉 공공계약모
델의 특성이 보이기는 하지만 공공계약모델보다는 국가 규제가 약하고
민간보험/민간공급모델의 특성이 함께 공존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공급되지만 공적재원조달자가 선불제 등으로 공급자를 강하
게 통제하고 있는 공공계약모델 국가들과 동일한 보건의료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민간보험/민간공급모델과 비슷한 보건의
료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한국은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
험 강제지정기관으로 지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민간보험/민간공급
모델에 속하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 정책 또한 시행되지 않고 있어 관리된 경쟁을 통한 보건의료성과의
제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
달체계 및 재원조달 특성과 그로 인한 보건의료성과 간의 관계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보다는 민간병의원을 통한 의료서비스 공급을 목
표로 하였다. 국가복지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병원 설립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민간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적재원에서 포괄하는 급
여(보험급여항목)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이
국가 경제개발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목표하에서 의료서비스 가격
을 강하게 통제하여 왔다. 그러나 민간공급자에 대한 진료행위당 비용지
불방식으로 인해 민간공급자는 진료량을 늘려 왔다. 행위당수가제하에서
1차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예방에는 무관심하고 치료위주의 진료행위를
한다. 이에 따라 항생제 처방률이 높고 약제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높다. 2010년 기준 총 진료비 43.7조 원 중 약제비가 29.3%를
차지하였다. OECD 국가 국민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비 비중이 14.3%이나
우리나라는 22.5%이다(신영석, 2011).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질환 악화로 인한 입원비용이 급증하고 있다.47) 요컨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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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공공계약모델의 특성이 보이기는 하지만 공공계약
모델에서 사용하는 선불제가 시행되지 않아 의사 방문 수, 항생제처방률,
1차 의료기능 측면에서 공공계약모델과 동일한 보건의료성과를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급여를 중심으로 한 강한 가격통제로 인해 병의원은 가격통제
가 되지 않는 고가의료장비 사용과 같은 보험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를
늘려 왔다48). 공적재원조달 비중이 높은 공공계약모델의 경우 조달되는
공적재원에 대한 비용통제가 강하게 이루어지나 우리나라와 같이 공적재
원조달 비중이 낮은 경우 비급여항목(민간재원부문)에 대한 비용통제가
쉽지 않다. 건강보험급여 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가격규제를 하지만 비보
험 서비스의 경우 정부규제가 약하여 공급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시장가
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CT 스캐너가 인구 100만
명당 34.7대로 OECD 국가 평균인 17.9대보다 많다. MRI는 인구 100만
명당 16.5대로 OECD 국가 평균인 9.0보다 거의 2배가량 많다(신영석,
2011). 2002～2009년 기간 동안 금액증가율이 높은 항목 중 하나가 고급
의료장비 사용금액이었다(신영석, 2011). 민간공급자의 인력 및 자원(병
상, 병원, 장비 등)에 대한 규제가 약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가
격규제 중심의 정책이 고가의료장비 증가, 진료량 증가와 같은 문제를 야
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종합병원들은 가격통제에 대한 손실보전 차원에
서 불필요한 검사를 오남용하고 고가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소비자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병원들은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기도
한다.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의 실시로 불필요한 검사의 남발, 무분별
한 고가장비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가격규제만을 할 뿐 민간 의료자원공급에
47) 2002～2009년 동안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증가율을 보면 외래 3.25%, 약국
1.94%이나 입원은 연평균 10.5% 증가율을 보인다(신영석, 2011). 2002～2009년
동안 10대 분류 금액구성비 추이를 보면 입원료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03년 9%에서 2009년 12.7%로 증가).
48) 총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중은 2008년 현재 15.3%이다(약 6조 2,000억 원). 2004
년에서 2008년까지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 대비 비급여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5%이다(신영석(2011),「건강보험재정건전화 방안」,『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 보건복지분야 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분야 작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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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 설립기준만 충족하면 허가해 주고 있어 병
상 수가 OECD 국가에 비해 초과 공급되고 있다. 2006년 인구 1,000명당
급성 병상 수는 6.8병상으로 2006년 OECD 국가 평균 4.1병상보다 높다.
미국이나 영국보다 각각 2.5배, 3.1배 많다(신영석, 2011). 장기요양병상도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9.5병상으로 OECD 국가 평균 6.6병상보다 많
다. 특히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기 어려운 중소병원은 난립한 상태이다. 1,
2, 3차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중소병원은 의원,
종합병원과 경쟁하고 있다. 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환자를 입원으로 유도
하거나 증상이 심한 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의뢰하지 않고 질병을 악화시
키고 있다. 병의원 공급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병상 수가 과잉이며 초
과된 공급은 유인수요(induced demand)를 창출하고 있다. 의원의 경우도
대도시에서는 초과 공급되어 의사들은 최소수입 확보를 위해 의료공급량
을 늘리고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 한편 지불능력이 낮고 지역적으로 소외
된 농어촌에서는 민간 병의원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재
원을 투자하여 공공의료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료서
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적재원조달자는 의원, 2, 3차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조정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각 공급자들에 해당하
는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 간의 기능분담에 따른 서비스전달이 이루어지
도록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 주치의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이용자의 입장
에서는 의원을 바꾸어 가며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증가시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 무지한 소비자는 자신의 소득, 시간, 지식, 서비스 선호도,
가족수발부담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또한 DRG의 도입으로 조기퇴원 환자가 생기고 있으나, 이들이 주치의에
연계되어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어 또다시 입원하는 사례가 많
아지게 된다.
주치의제도와 의료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격통
제는 종합병원으로 하여금 가격통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외래
환자 진료에 몰두하게 하였다. 이는 전달체계의 왜곡을 가져오고 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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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어 병원급과 의원급 간에 환자유
치를 위한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종합병원
외래이용 시 비용지불이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싸기 때문에 3차 의
료기관을 이용한다. 요양기관 종별 간 소비자 인지가격의 차이가 소비자
가 인식하는 종별 간 의료서비스 질의 차이보다 작아 대형병원에 대한 선
호도가 높아지고 있다(신영석, 2011).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되는 만성
질환(고혈압, 당뇨) 관리를 위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에 대해 외래진료비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정부의 가격규제 방식이
종합병원으로의 외래환자 집중 문제를 심화시켰다.49) 종합병원 외래진료
의 대기기간이 길고 진료시간이 지출비용에 비해 짧은 것은 외래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에 비해 많은 환자를 받아 손실을 보전하려 하기 때
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방문간호 서비스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황미, 2002; 유호신,
2006; Ryu, Jung, & Lim, 2006).50) 민간은 가격이 낮아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가격을 보상해 주어 필
요한 서비스가 충분하게 공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기퇴원환자나 만
성질환자에게는 방문간호, 왕진서비스 등이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이고
의료비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서
비스 공급체계에서의 정부의 강한 수가통제로 인해 해당 서비스가 공급
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범위가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고기술의 치료적 가정간호서
비스는 제도에서 제외시키고, 요양적 간호서비스에 국한하여 급여하는
49)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은 이용자들이 높은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
종합병원을 선호함에 따라, 입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아닌 외래 의료서비스
제공에 치중한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외래진료비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함으
로써 문제를 심화시켰다. 의원급에 비해 종합병원은 33.9%(초진)에서 45.3%(재
진)까지 내원건당 진찰료 수입이 더 많아 종합병원의 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자원의 비효율문제가 발생하고 의료비 증가요인이 된다.
50) 총 1,013개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약 13%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만 가정
간호를 개설하고 있다(보건복지부(2004), Annual Report for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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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되어 있어(김찬우, 2008; 정경희, 2010; 최경숙, 2009), 국가적 수준
에서 간호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51)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병원에서
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간호사 인력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나라의 경우 병원입원의 경우 보호자가 없이는 지내기 어려운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건강보험에서 간병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환
자를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빈곤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
다. 병상 대비 간호사 인력에 대한 규정이나 간병비의 공적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 인해 요양병원이 과
다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늦게 도입됨으로 인해서
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권용
진, 2010) 요양병원의 공급이 과다한 상태이다. 정부가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대신 대체기관으로 요양시설을 활성
화할 필요가 있다(양봉민, 2010).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지원하
지 않음으로써 요양병원 환자들을 요양시설로 유도하고는 있으나 요양보
험 적용대상자를 매우 적게 제한해 두었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가지 못하
고 가족수발부담 등의 이유로 요양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노인들도 많이
있다(윤종률, 2009).52) 즉 우리나라 정부는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간의 적
절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적

51) 장기요양시설에서 시설 내 간호인력, 촉탁의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협
약의료기관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연계하고는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시설은
촉탁의와의 계약을 통해 1주일에 2번 회당 2시간의 진료에 대한 왕진료만을 지급
하고 있어 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그 이상
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재정이 보조되지 않고 있어 장
기요양시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 촉탁의의
경우도 계약에서 정한 왕진료만을 받고 그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도 장
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모두로부터 보수가 지불되지 않고 있어 시설대상자에게 필
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동기가 없다(정형선, 2008). 30인 미만 장기요양시설의 인
력배치기준을 보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간호
사 1인을 선택하더라도 1명의 간호사가 29명까지를 담당해야 하는 체계이다(선
우덕, 2008).
52) 조사결과 41.3%가 요양병원보다 요양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윤종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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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요양시설과의 계약 시 해당
기관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환자를 받도록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어(서영준, 2010) 민간 요양병원, 일반요양시설은
상호 경쟁하며 부적절한 환자수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선우덕 외, 2005).53)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민간공급자와 공적재원조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공적재원조달 비중이 낮고
선불제, 주치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 규제(조정)가 약하다. 이
러한 보건의료체계 특성은 과잉진료, 고가의료장비사용 증대, 치료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높은 입원지출 비중, 간호인력 부족, 요양병원 과잉공
급, 높은 항생제 처방률 등과 같은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문제는 보건의료의 비효율과 비형평을 낳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며,
비용 대비 건강증진 효과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54)

제3절 연구방법

1. 분석모형 및 통계분석 방법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원조달과 전달체계의 특징
53) 요양병원의 서비스 제공 목적은 급성질환을 앓았거나 손상, 수술 등으로 인해 급
성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회복치료와 재활을 위해 추가적인 의료
기관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아급성의료서비스(sub-acute care service)를 제공
하는 것이다(서영준, 2010).
54)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원인으로는 단위비용이 높은 2, 3차 의료의 높은 비중, 비용
절감적인 예방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비용상승, 가격통제가 되지 않는 비급여항
목인 고가의료장비의 남용, 노인의료비 증가, 행위당수가제를 들 수 있다. 공급측
면의 의료비통제방법으로는 의료시설 및 장비규제, 이용도 검사, 대체의료기관
개발, 의사 수 규제, 대체의료인력 개발, 의료서비스 가격통제, 약품가격 및 이윤
율 규제,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이 있다. 공급자규제보다 지불보
상제를 통한 시장구조 개선도 의료비 절감방법이다(양봉민, 2010). 입원대체시설
개발로 의료비증가 원인을 막을 수 있다. 예로는 요양시설, 임종병원(hospice), 데
이케어센터, 홈케어, 왕진서비스, 외래수술센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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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보건의료성과가 달라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를 대
상으로 재원조달, 전달체계의 특징이 보건의료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재원조달이 보건의료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재원조달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보건의
료성과 특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전달체계가 보건의
료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전달체계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보
건의료성과 특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OECD 20개국을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재원조달 특성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후 앞에서 분석한 재원조달, 전달체계의 특성이 보
건의료성과에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보건의료성과
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달체계와 재원조달 특성에 따른 유형구분은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를 이용한다.

2. 데이터
본 연구는 OECD Health Data 2010년을 사용하되 2010년 자료가 없을
경우는 2010년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3. 분석변수 및 측정방법
국가별 재정, 전달체계의 특징은 전체 의료비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
(혹은 민간지출비중)과 전체 병원 중 공공(혹은 공공+비영리병원)병원 비
중으로 측정하였다. 기존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종속변수인 보건의료성과
를 크게 자원, 서비스, 건강, 효율성, 서비스 간 조합 및 배분, 자원 간 조
합 및 배분측면의 하위 차원으로 나누고 각 차원을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
었다(Donabedian, 1992; 양봉민, 2010; Tchuaker et al., 2012).55)
55) Tchuaker et al.(2012)에 따르면 보건의료성과는 자원(resource mobilized), 서비
스(services produced), 건강(health outcomes achieved) 측면에서의 성과, 생산
성, 효과성, 효율성으로 구분된다. 자원측면에서의 성과는 인적자원(human resource),
물적 자원(material resource), 기술적 자원(technological resource), 재정자원
(financial resource)으로 나뉜다. 서비스 측면의 성과에는 생산된 서비스의 양,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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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성과의 측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자원측면의
보건의료성과 측정을 위해 의사 수, 병상 수, 병원 수, 장기요양병상 수,
MRI 수, CT 수, 1인당의료비 지표를 사용하였다. 둘째, 서비스 측면의 보
건의료성과 측정을 위해 의사방문 수, 재원일수, 항생제소비, 제왕절개율
지표를 사용하였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Tchuaker et al.(2012)는 서
비스 측면의 보건의료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생산된 서비스 양, 병원 관련
서비스 양, 불필요한 서비스 여부, 환자만족도라는 하위개념으로 나누어
지표를 만들고 이를 지수화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생산된 서비스 양(의
사방문 수), 병원관련 서비스 양(재원일수), 불필요한 서비스 여부(항생제
소비, 제왕절개율)만을 측정하는 지표를 선택하였다. 환자만족도와 관련
된 자료는 OECD Health 데이터에서 확보하기 어려워서 제외되었다. 셋
째, 건강측면의 보건의료성과는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형평성
(소득1분위와 5분위의 건강상태 차이) 지표로 측정하였다. Tchuaker et
al.(2012)는 건강측면의 보건의료성과의 하위 차원으로 개인의 건강위해
행위를 포함시키고 해당 차원을 측정하는 지표를 포함시켰으나, 본 연구
데이터의 한계로 해당 지표는 제외되었다.
원과 관련되어 생산된 서비스의 양, 적절성(불필요한 서비스가 없는지), 환자만족
도(접근성, 지속성, 포괄성)가 포함된다. 건강측면에서의 성과에는 일반적인 건강,
위험요인, 성, 연령별 건강형평성, 건강불평등의 하위범주가 들어간다. 생산성
(Productivity)은 주어진 자원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생산했느냐이며 효율성
(Efficiency)은 주어진 자원으로 건강을 얼마나 증진시켰느냐와 관련된다. 효과성
(Effectiveness)은 주어진 서비스가 건강을 얼마나 증진시켰느냐와 관련된다
(Donabedian, 1992). 본 논문에서는 Donabedian(1992)의 주어진 서비스가 건강을
얼마나 증진시켰느냐와 관련된 효과성 개념 대신 이와 유사한 양봉민(2010)의 분
배적 효율 개념을 사용하였다. 양봉민에 의하면 자원배분이 잘못되어 특정 서비
스가 많이 생산되고 어떤 재화는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면 분배적 비효율이 존재
하게 된다(양봉민, 2010). 예를 들어 1차 보건의료에 자원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
면 2, 3차 보건의료에 자원을 투자할 것인지가 분배적 효율의 문제이다. 이러한
분배적 효율성의 정도에 따라 건강을 증진시키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Donabedian(1992)의 주어진 자원으로 어떻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생산할 것이냐
라는 생산성 개념 대신 이와 유사한 양봉민(2010)의 기술적 효율성 개념을 사용
하였다. 양봉민(2010)에 의하면 의료인력의 상대적 구성, 의료장비와 인력의 상대
적 구성 등의 문제가 서비스의 효율적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Donabedian(1992)의 생산성, 효과성 개념 대신 양봉민(2010)의 자원
간의 조합, 서비스 간의 조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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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보건의료성과의 하위개념과 지표
지표
의사 수
병상 수
병원 수
자원측면의
성과

장기요양병상 수
MRI
CT
1인당 의료비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측면의
성과

소득1분위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형평성

의사방문 수
서비스측면의 재원일수
성과
항생제 소비
제왕절개율
의료비 대비 기대수명
효율성
의료비 대비 주관적 건강상태
천식입원율
폐질환입원율
서비스 간
조합 및 배분
(효과성)
당뇨입원율
입원지출 대 의원지출비

측정방법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인구 백만 명당 병원 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천 명당 장기
요양병상 수
인구 백만 명당 MRI 수
인구 백만 명당 CT 수
1인당 의료비(US $ PPP)
출생 시 기대수명
15세 이상 인구 중 건강상태가 좋음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56)
소득하위 1분위계층 중 건강상태를
좋음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소득1분위 주관적 건강상태/소득5분
위 주관적 건강상태57)
1인당 의사방문 수
1인당 재원일수
항생제 1일 사용량
신생아 천 명당 제왕절개건수
기대수명/1인당 의료비
주관적 건강상태/1인당 의료비
15세 이상 인구 십만 명당 천식입원
율
15세 이상 인구 십만 명당 만성폐쇄
성폐질환(COPD) 입원율
15세 이상 인구 십만 명당 당뇨입원
율
1인당 의원지출비/1인당 입원지출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인구 천 명
자원 간 조합 간호사 대비 병상비율
당 병상 수
및 배분
장기요양병원병상 대비 장기요 인구 천 명당 장기요양병원병상 수/
(생산성)
양시설병상 수
인구 천 명당 장기요양시설병상 수
(인구 백만 명당 CT+MRI 수)/(인구
의료인력 대비 고가장비비중
백만 명당 의사+간호사 수)
간호사 대비 의사 비중

56) 당신의 건강상태는 어떠한가를 Very good, Good, Fair, Bad, Very bad 중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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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효율성은 1인당 의료비 대비 주관적 건강, 1인당 의료비 대비 기
대수명으로 측정하였다. Tchuaker et al.(2012)는 자원측면의 지표들을 지
수화하고 건강측면의 지표들을 지수화하여 효율성 지수로 나타내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자원과 건강 각 측면에서의 지표 중 대표적인 지표를 선택
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다섯째, 자원 간 조합 및 배분 차원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간호사 대비 의사비중, 간호사 대비 병상비율, 장기요양
병원병상 대비 장기요양시설병상 수, 의료인력 대비 고가의료장비 비중
변수를 사용하였다. 질환이 만성질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치료보다는
재활과 예방(유지)이 중요해지며 의료비 상승이 문제가 됨에 따라 장기요
양병원보다는 시설로, 의료장비(병상)보다는 의료인력에 의한 질환예방
서비스로, 의사보다는 간호사서비스로 중심축의 이동이 필요하다. 의료자
원 배분이 이러한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
하기 위해 위의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여섯째, 서비스 간 조합 및 배분 차원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천
식입원율, 만성폐쇄성폐질환입원율, 당뇨입원율, 입원 대 의원지출비중
지표를 사용하였다. 1차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가 공급될 경우 의
원지출비중이 커지고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 등으로 인한 입원율
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비스 간 조합과 관련된 성과를 측정하
기 위해서 위의 지표들을 사용하였다.

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57) 소득5분위 중 건강상태를 좋음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대비 소득1분위 중 건강상
태를 좋음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소득5분위 중 건강상태 좋음 이상(>= good)으
로 응답한 비율이 소득1분위 중 건강상태 좋음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보다 클 경
우 1보다 적은 값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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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결과

1. 분석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
OECD 20개국의 경우 조세비중이 43%, 사회보장비중은 33%, 민간지
출비중(민간보험+본인부담지출)은 23%이다(표 6-2 참조). 반면 한국은
조세비중이 12%, 사회보장비중은 47%, 민간지출비중은 39%로 OECD 국
가에 비해 공공지출비중(조세+사회보장지출)이 낮고 민간지출비중이 높
다. OECD 20개국의 평균 공공병원비중은 47%이나 한국은 6%로 공공병
원 비중이 매우 낮다. 이와 같은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 특성이 보건의료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방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천식입원율, 폐
질환입원율, 당뇨입원율 변수에서 한국은 OECD 20개국 평균에 비해 매
우 높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국가에 비해 적으나 병상 수, 병원 수
는 OECD 국가의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병상 수는
OECD 국가의 7배 가까이 많다. 우리나라 의사 대비 간호사비중은 OECD
국가와 유사한 0.7이다. 장기요양시설병상 수 대비 장기요양병원병상 수
는 OECD 20개국의 경우 0.1로 장기요양시설병상이 10개일 때 요양병원
병상 수는 1개이다. 한국의 경우 장기요양시설병상이 10개일 때 요양병원
병상은 9개로 요양병원병상 수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 한국의 의사방문
수는 12.9회로 OECD 국가의 2배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정부가
가격통제를 강하게 함으로써 행위당수가제하에서 이로 인한 손실을 방문
횟수 증가로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MRI, CT 등의 사용,
제왕절개율도 OECD 국가 평균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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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분석변수 평균값
평균
변수
의사 수
병상 수
자원측면의 성과

서비스측면의 성과

효율성

서비스 간 조합
및 배분(효과성)

자원 간 조합 및
배분(생산성)

한국

3.1
4.9

2.0
8.8

30.7
3.1
15.0

29.3
4.1
12.5

56.9
20.7
19.9

26.4
4109.4
81

22.6
3268.2
79.8

35.3
2035.0
80.7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1분위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형평성

73.7
65.0

69.7
61.3

37.6
33.5

의사방문 수
재원일수
항생제 소비

5.9
7.4
20.0

6.4
7.1
21.1

12.9
14.2
27.9

제왕절개율
의료비 대비 기대수명
의료비 대비 주관적 건강상태

252.0
.02
.02

261.5
.03
.03

352.0
.04
.02

천식입원율
폐질환입원율
당뇨입원율

43.6
223.4
48.5

53.4
207.8
53.3

101.5
221.9
127.5

0.7

0.8

0.6

0.1

0.1

0.9

0.003
43
33

0.003
32
42

0.008
12
47

민간지출비중(%)
공공병원비중(%)
비영리병원비중(%)

23
47
27

24
51
20

39
6
0

영리병원비중(%)

37

36

93

병원 수
장기요양병상 수
MRI

입원지출 대 의원지출비
간호사 대비 의사비중
간호사 대비 병상비율
장기요양시설병상 수 대비 장기
요양병원병상 수
의료인력 대비 고가장비비중
조세비중(%)
사회보장비중(%)

재정/공급

전체
국가

3.3
4.8

CT
1인당 의료비
기대수명
건강측면의 성과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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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 전달체계, 재원조달 특성이 보건의료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OECD 2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조세비중이 높을수록 의료비
대비 건강수준, 의료비 대비 기대수명이 높아 자원의 효율성이 높았다(표
6-3 참조). 조세비중이 높을수록 병상 대비 간호사비율은 높아지고 1인당
의료비, 병상 수, 의사방문횟수는 더 적어졌다. 병상 수가 적을수록 의료비
<표 6-3> 공급/재정특성 변수가 보건의료성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회귀분석)

1인당 의료비
지출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
상태
소득1분위 건
강상태
계층 간 건강
수준 차이
기대수명
생산성
건강수준
생산성
천식입원율
폐질환
입원율
당뇨입원율
간호사 대비
병상비율

조세비중
통제
변수
20개국 전체국가
사용
β
β
무 -0.37
0.14
유 -0.46* 0.03
무 -0.04
0.35
유
0.11
0.29
무
0.23
0.37*
유 -0.02
0.30
무
0.50
0.49*
유
0.21
0.40*
무
0.47
0.37
유
0.29
0.29
무
0.35 -0.24
유
0.39* -0.15
무
0.60* -0.12
유
0.41* -0.05
무
0.12 -0.34
유 -0.29 -0.21
무 -0.02
0.19
유 -0.51 -0.03
무 -0.41 -0.22
유 -0.21 -0.43
무
0.46
0.55**
유
0.39* 0.38**

(공공+비영리)
병원비중
20개국 전체국가 20개국 전체국가 20개국 전체국가
β
β
β
β
β
β
0.46 -0.04
-0.49
-0.38
0.15
0.29
0.42* 0.26
-0.17
-0.29
0.15
-0.01
-0.25 -0.05
0.34
-0.15
-0.15
0.00
-0.18
0.20
0.16
-0.15
-0.19 -0.37
0.20 -0.10
-0.55
-0.28
-0.27
0.10
0.04 -0.09
-0.19
-0.07
-0.19
0.15
-0.03 -0.15
-0.52
-0.22
-0.30
0.06
-0.31 -0.25
-0.20
0.01
-0.22
0.12
-0.31 -0.10
-0.16
-0.19
-0.21 -0.13
-0.53* -0.25
0.07
-0.02
-0.17 -0.07
-0.25
0.21
0.55*
0.19
-0.10 -0.32
-0.21 -0.13
0.23
0.18
-0.09
0.10
-0.18
0.12
-0.01
0.14
-0.42 -0.29
-0.30 -0.27* -0.01
0.20
-0.35
0.16
-0.33
0.27
0.30
-0.09
-0.15 -0.32
-0.40 -0.11
0.21
0.03
-0.29 -0.25
-0.47 -0.20
-0.23
-0.19
-0.19 -0.09
-0.42 -0.36
-0.31
-0.07
-0.29 -0.09
-0.24
0.02
0.26
-0.28
0.12
-0.34
-0.17
0.20
0.46
-0.28
0.28
-0.38
0.10 -0.19
-0.30
-0.19
-0.04
0.23
0.02 -0.14
0.16
0.22
0.03
0.35
민간지출비중

공공병원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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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의 계속
(공공+비영리)
조세비중
민간지출비중
공공병원비중
통제
병원비중
변수
20개국 전체국가 20개국 전체국가 20개국 전체국가 20개국 전체국가
사용
β
β
β
β
β
β
β
β
의사 수
병상 수

무

0.23

0.28

-0.15

-0.37* -0.12

-0.03 -0.46

0.11

유

0.39

0.27

-0.11

-0.20

-0.36

-0.16 -0.49

-0.21

무

-0.62** -0.54**

-0.18

-0.18

0.48

0.23

0.35

0.16

유

-0.40* -0.53*** -0.01

-0.03

0.34

0.08

0.26

-0.12

무

0.30

0.30

-0.03

-0.01

-0.08

-0.33 -0.53

-0.51**

유

0.43

0.29

-0.15

-0.02

0.11

-0.32 -0.50

-0.63**

무

-0.03

-0.12

-0.05

0.18

0.87**

0.05

유

-0.03

-0.11

0.32

0.21

0.94**

-0.05

0.79* -0.36

무

-0.21

0.03

-0.02

-0.32

0.08

-0.02

0.38

0.41

유

-0.21

-0.06

-0.04

-0.06

0.38

0.07

0.39

0.13

장기요양병원병 무
상 대비 장기요
유
양시설병상 수

-0.22

-0.24

-0.11

0.44

0.85**

-0.03

0.75* -0.49

-0.26

-0.21

0.35

0.44

0.56

-0.10

0.77** -0.51

의료인력 대비 무
고가장비비중 유

-0.21

-0.05

0.12

0.22

0.59*

0.09

0.38

-0.14

0.01

-0.04

0.25

0.23

0.54

0.04

0.32

-0.22

총 병원 수
장기요양
병상 수
간호사 비중

0.65

-0.31

무

-0.52* -0.55**

-0.19

-0.08

0.29

0.12

0.11

-0.05

유

-0.35

-0.52**

-0.06

-0.11

0.08

-0.03

0.01

-0.23

무

-0.34

-0.21

-0.09

-0.01

0.75**

0.18

0.54

0.05

유

-0.15

-0.20

0.05

0.17

0.65**

0.09

0.48* -0.20

무

-0.38

-0.03

0.18

-0.03

0.47

0.04

0.47

0.17

유

-0.08

-0.02

0.23

0.16

0.50

0.00

0.40

-0.10

무

-0.19

0.03

0.12

-0.02

0.59*

0.19

0.36

0.15

유

0.14

0.05

0.20

0.17

0.60*

0.16

0.30

-0.11

무

-0.12

-0.10

0.60*

0.38

0.30

-0.21 -0.44

-0.41

유

-0.18

-0.08

0.50

0.47

0.11

-0.12 -0.58

-0.46

무

-0.17

-0.18

0.74***

0.45*

0.06

-0.23 -0.24

-0.40

유

-0.22

-0.15

0.76**

0.42*

0.04

-0.26 -0.19

-0.33

병원 대 의원 무
지출비
유

-0.26

-0.09

0.62**

0.22

-0.10

-0.21 -0.04

-0.28

-0.43

-0.13

0.58*

0.31

0.08

-0.11

-0.16

의사방문 수
재원일수
MRI
CT
항생제 소비
제왕절개율

0.05

주 : *** p<.001, ** p<.01, * p<.05 ※ 통제변수 : 연령 65세 이상 인구율,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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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감소시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김진현, 2005).
반면 민간지출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의료비지출, 제왕절개율, 병원지출
대비 의원지출비중, 계층 간 건강수준 차이는 증가하였다. 민간지출비중
이 높을수록 병원지출 대비 의원지출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민간지출비
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1차 의료에 대한 지불보상방식이 행위당수가제여
서 진료량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공적지출비중이 높은 국
가일수록 1차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되 인두제, 주치의제도 등을 통해 비용
을 최소화하여 비효율을 줄이려는 정책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OECD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조세비중이 높을수록
소득하위 1분위 건강수준, 병상 대비 간호사비율이 높았으며 병상 수, 의
사방문횟수는 적었다. 민간지출비중이 높을수록 의료비 대비 건강수준이
낮아졌으며 항생제소비, 제왕절개율이 증가하였다.58)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2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공공병원비중이 높을수록 장기요양병상 수, 재원일수, CT이용률이 증가
하였다. 공공+비영리병원비중이 높을수록 장기요양병상 수, 장기요양병
원병상 수 대비 장기요양시설병상 수, 재원일수가 증가하였다. 공공병원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요양병상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점은 조세비
중이 높을수록 일반병상 수가 감소한다는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일반병상 수는 늘리지만 지불능력
이 낮은 노인 대상 장기요양병상의 공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
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공공병원일수록 재원일수가 긴 것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병원비중이 높을수록 장기요
양시설병상 수 대비 장기요양병원병상 수가 증가하는 점도 예상했던 결
과는 아니다. 공공병원비중이 높을수록 장기요양병원병상 수가 많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공공병원비중이 높을수록 장기요양병원과 장기요
양시설 간의 배분에 있어서 좀 더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
인다.

58) OECD 20개국과 전체국가의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기 위해 OECD 전체국가를 대
상으로 한 분석도 추가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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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달체계/재원조달 특성에 따른 OECD 국가 유형화와 유형별
보건의료성과 분석
OECD 20개국을 대상으로(한국제외) 공급, 재정측면의 특징으로 군집
분석을 한 결과는 <표 6-4>와 같다.59)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2003년
OECD 분석과는 다소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OECD 분석결과와는 달리
뉴질랜드와 스페인이 노르딕모형에 포함되었다. <표 6-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한국의 경우 노르딕, 유럽형, 미국형 유형과는 다소 다른 특징을
보인다. 조세비중의 경우 미국보다 높고 유럽형과 비슷하나 사회보장비
중의 경우 유럽형보다 낮다. 조세와 사회보장을 합한 공적재원비중이 미
국보다는 높으나 유럽보다는 낮다(유럽형 77%, 한국 60%, 미국형 49%).
반면 공공병원비중의 경우 미국형에 비해 훨씬 낮다.
유형별 특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그림 6-1 참조) 공공통합모델(집단
1)은 공공병원비중, 비영리병원비중에 있어서는 공공계약모델(집단 2)과
비슷하나 사회보장비중이 공공계약모델보다 낮고 대신 조세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간보험/민간공급모델(집단 3)은 사회보장비중, 조
<표 6-4> OECD 보고서(2003)와 본 논문 군집분석 결과 유형별 국가 비교
해당국가

OECD보고서
(2003) 분류

공공통합모형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공공계약모형

캐나다, 대부분 유럽국가, 일본, 영국, 뉴질랜드

민간보험/민간공급
미국, 스위스
모형
노르딕모형

본 논문 군집분
석 결과 분류 유럽형
미국형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미국

59) 군집분석 결과 제외된 국가는 missing data로 인한 것이다. 군집분석 시 사용한
변수는 조세비중, 사회보장비중, 민간지출비중, 공공병상비중, 비영리병상비중,
민간병상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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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유형별 보건의료 전달체계, 재원조달 특징
재정특징
조세비중

공급특징

사회보장비중 공공병원비중 비영리병원비중

노르딕모형

73

4

47

16

유럽형

14

63

39

25

미국형

6

43

27

53

12

48

6

0

한국

[그림 6-1] 유형별 공급, 재정특징 방사형 그래프

세비중이 공공계약모델(집단 2)에 비해 낮고 공공병원비중 또한 공공계약
모델보다 낮은 특성이 있다. 단, 비영리병원의 경우 공공계약모델(집단 2)
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각 유형별 보건의료성과를 밝히기 위해 전달체계/재원조달 특성이 보
건의료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앞의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볼 수
있다. 공공통합모델(집단 1)은 공공계약모델(집단 2)에 비해 조세비중이
높기 때문에 1인당 의료비, 병상 수, 의사방문횟수가 더 적을 것이다(회귀
분석 결과표와 해석 참조). 앞의 표에 의하면 공공통합모델과 공공계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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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은 모두 민간지출비중이 낮고 공공지출비중(조세+사회보장)이 높으므
로(공공지출비중; 공공통합모델 77%, 공공계약모델 77%, 민간보험모델
49%) 민간보험모델보다 1인당 의료비지출, 제왕절개율, 병원지출 대비
의원지출, 계층 간 건강수준 차이가 적을 것이다. 반면 공공통합모델은
공공계약모델보다 공공병원비중이 높아 장기요양병상 수, 재원일수 등이
증가할 수 있는 소지가 높다. 공공병원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보건의료성
과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의 이론적 배경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통합모델은 비용통제가 쉬우나 효율성 측면에
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가 본 논문의 실제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공공계약모델의 경우 공공통합모델보다 1인당 의료비, 병상 수, 의사방
문횟수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이고 민간보험모델보다 제왕절개율, 병원지
출 대비 의원지출비중, 계층 간 건강수준 차이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공
공계약모델의 경우 공공통합모델보다 공공병원비중이 낮아 장기요양병
상 수, 재원일수 증가와 같은 비효율은 덜할 것으로 보이나 공공병원비중
이 낮은 민간보험모델에 비해서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예
상된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비용통제 측면에서는 공공통합모델보다
덜 성공적이라는 기존 연구결과(제2절 이론적 배경 참조)와 일치한다.
민간보험/민간공급모델의 경우 공공계약모델, 공공통합모델에 비해 조
세비중이 낮고 공공지출비중이 낮기 때문에 1인당 의료비, 병상 수, 의사
방문횟수가 더 많고 제왕절개율, 병원지출 대비 의원지출비중, 계층 간
건강수준 차이가 더 많을 것이다. 민간보험모델은 비용통제가 어려울 것
이라는 이론적 배경과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일치한다. 민간보험모델의
경우 공공통합모델, 공공계약모델에 비해 공공병원비중은 낮아 장기요양
병상 수, 재원일수는 적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민간보험/민간공급모델인 미국 등의 국가보다 조세비중,
공공지출비중이 더 높아 1인당 의료비, 병상 수, 의사방문횟수가 더 적을
것으로 보이나, 공공계약모델 국가보다 조세비중, 공공지출비중이 낮아 1
인당 의료비, 병상 수, 의사방문횟수가 공공계약모델 국가에 비해 더 많
을 것으로 예상된다.

232

고용-복지 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제5절 연구의 함의

앞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조세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의료비가 적었으
며 의료비 대비 건강수준, 의료비 대비 기대수명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
가 나타난 것은 조세비중이 높을수록 국가가 규제를 강하게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우
리나라의 경우 조세비중이 미국보다는 높으며 유럽보다 조금 낮고 노르
딕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의 비중이 높으나 향
후 조세비중을 좀 더 늘릴 때 재정책임성이 강해지고 1인당 의료비를 줄
이고 의료비의 비용효과성(의료비 대비 기대수명, 의료비 대비 건강수준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보험은 기업주와 피용자의 보험료를 기반으
로 하고 일부 국가가 조세로 재원을 보조하므로 국가의 재정절감동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보조비율을 현재보다
높이려 하지 않고 있으나, 오히려 전체 건강보험재정 중 국가의 조세를
통한 재정보조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재정절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
는 동기가 강화되어 전체 의료비는 줄어들고 비용-효과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조세비중이 높을수록 병상 수도 적어지는 것으로
보아 공공재정비중이 높을수록 의료자원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자원을 효
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의 병상 수는 OECD 국가의 2배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병상 수의 과
잉은 의료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보건의료의 속성과 맞물리면서 의료의 오
남용 문제를 발생시켜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현재는 민간의료비 비
중이 높고 공공재정비중이 낮기 때문에 정부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
용에 대한 동기부여가 적어 병상 수 등을 강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 분석결과 조세비중이 높을수록 의사방문횟수가 적었는데, 이
는 조세비중이 높을수록 재정절감에 대한 동기가 강해져 인두제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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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사지불보수제도를 실시하고 총액계약제나 DRG를 실시할 확률이 높
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세비중을 높여 정
부의 재정절감동기를 높임으로써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행위당수가제와
같은 제도를 인두제로 바꾸고 DRG, 총액계액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60) 조세로만 재원이 조달되는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이미 주치의제
도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은 정부의 재정책임정도가 의료비의 효율성 추구
동기에 강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조세비중이 높을수록 병상 대비 간호사비율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의 공적 성격이 강할수록 간호, 간병인력을 많이
확충하여 보장성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민간보
험활성화, 영리병원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로 일자리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이수연, 2007). 병원과 보험을 산업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볼 때 오히려 공공재정비중이 높아질 때 병
상 대비 간호인력 수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공공성을 강화할 때 보건의
료인력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리병원이 이윤창출을 위해 업무강도를 더 높여 간호인력을 덜
고용한다(이수연, 2007).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산업화를 위한 근거로 일자
리창출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좀 더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간병이 건강보험적용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간병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병비를 건강보험적
용 항목으로 추가하고 이를 조세로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
화하고(황나미, 2010) 병원 내 간병인력, 간호인력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 조세비중이 높을수록 소득하위 1분위 건강수
준이 높았으며, 민간지출비중이 높을수록 항생제소비, 제왕절개율이 증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정부의 재정책임이 강할수록 저소
득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건강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항생
제소비, 제왕절개와 같은 불필요한 의료를 줄이고 예방의료서비스가 강화
됨을 알 수 있다.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항생제소비율
60) 행위당수가제도는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케어제공 전
략을 실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Nolt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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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왕절개율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1.5배 가까이에 이르고 있으며,
소득하위 1분위의 건강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다. 이는 우리나
라 의료비의 국가책임성이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에의 접근
성을 떨어뜨렸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공공병원비중이 높을수록 장기요양병상 수는 증가
하였는데 이는 공공병원비중이 높을수록 공급상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적 전달체계 구축보다는 공적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의료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앞
의 논의 참조). 즉 굳이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공적 재정책임을 증
가시키고 민간병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의료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공적 재정
책임 강화, 공공병원 확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
황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의료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참
고가 된다. 전달체계를 굳이 공공부문이 담당할 필요는 없고 민간부문이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도록 하되 정부 규제를 강화하고 재원조달의 공적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ㆍ민간부문의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단, 한국의 경우 OECD 국가에 비해 공공병원비중이 너무 낮으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 비중을 늘릴 필요는 있다. 반면 민간보험활성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같은 논의들이 있으나 공적 재정책임성이 강할수록 보건
의료성과가 좋다는 본장의 연구결과를 볼 때 조세비중을 증가시키는 방
향으로 의료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에 대한 국
가의 재정책임을 늘리라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가 재정책임 증가는 의료의 비용 효과성, 효율성 또한 증진시켰
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보건의료체계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즉 두 마
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강화를 들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조세지원 증가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의료비 중 조세비중의 증가는 보건의료를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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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용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 될 수 있음이 본 연구결과를 통해 증명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의료보호제도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을
늘리게 될 경우 의료비 중 조세비중이 증가하여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성
과 형평성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호 대상자
비율이 너무 적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안 되어
체납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의
료보호제도가 보험급여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해 주어 본인부담률이 높은
편이다. 국가 조세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수를 늘리고 보험비급여항목에
대한 지원도 늘려 건강서비스에 대한 형평성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의
료자원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의료
보호제도의 경우 조세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보다 비용절감에
더 민감하여 현재 주치의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의료보호제도에 더 많은 조세를 투입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끌어낼 수 있는 또 다른 함의는 질병으로 인한 근
로손실을 줄일 수 있는 비용-효율적인 방법은 건강보험료 인상보다는 보
건의료 재원조달에서의 조세비중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
면 본 논문의 분석결과 의료비 대비 조세비중이 높을수록 의료비 대비 건
강수준, 의료비 대비 기대수명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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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1996년 ‘자활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자활사업은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크게 확대되었다. 그 후 본격적인 제
도화의 길로 접어든 지 15년이 흘렀지만 그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보다
는 개선논의가 무성하다. 이에 대해서는 대상포괄성, 자활사업의 성과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일반으로 빈곤정책을 확대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
여 시스템에 묶여 있는 탓에 대상자 포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활사
업이 저소득층 일반으로 포괄범위를 넓히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고, 이 제도하에서 근로능
력자와 근로무능력자는 하나의 제도로 포괄되어 있다. 그리하여 절대빈
곤층에 대한 생계보장을 목표로 하는 생계급여 지원과 자활지원을 통한
빈곤탈출을 목표로 하는 자활지원이 한 제도 내에서 공존하고 있다. 이렇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함으로
써 절대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보장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자활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자활사업은 근로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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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가진 다양한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하기보다 조건부
과규정에 따라 실직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
영될 수밖에 없으며(노대명 외, 2009), 또한 근로 및 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조건부과를 제외하는 방식은 생계급여 보충성의 원칙과 결합하여
소득의 과소보고와 자활사업 회피유인을 파생시킨다는 것이다(홍경준,
2008).61)
한편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성공률은 그
리 높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일반노동시장 취업
등으로 얼마나 진입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성
공률은 2008년에 평균 32.3%였으나 2009년에는 26.3%로 6.0%포인트 낮
아졌으며, 취업유지율의 경우 5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우,
2010: 188). 물론 자활사업이 우리나라 고용복지정책 패러다임의 기틀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과 함께 정부의 재정상황 등 환경적 요인을 고
려하면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자활성공률이 높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자활사업의 전
달체계에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자활사업의
성공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노대명, 2010:
220).
본장에서는 자활 성과가 낮은 이유에 주목하여 자활사업의 성과를 전
달체계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의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자활성공률로 측정되는 자활사업의 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체계와 관련된 요인들에 주목할 것이다. 특히 지역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구성과 자활성과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역자활센터의 인력, 운영
주체 특성, 참여자 교육 등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특성이 자활사
업의 성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활사업의

61)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중 탈수급하여 자활에 성공한 사람은 2010년 말 현
재 3,277명으로, 2006년 6.0%, 2007년 6.3%, 2008년 6.7%, 2009년 7.7%, 2010년
9.0%로 자활성공률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규모 면에서 크지 않다는 지적
을 받고 있다(보건복지부(2011),『2010 보건복지백서』,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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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구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구체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실증분석을 통해 자활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체계 요인들을 살펴보
고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밝혀지기 어려운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해 자
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인터뷰를 통해 자활사업 전달체
계의 개선전략을 탐색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활사업 전달체계
의 구성(인력, 운영주체 특성,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 등)이 자활성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인터뷰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탐구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절에서는 자활사업 전
달체계의 역사 및 현황을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자활성공률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자활사업 참여자 인터뷰 결과를 제시
할 것이다. 제4절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을 제안한다.

제2절 자활사업의 전개과정과 전달체계 현황

1. 자활사업 전개과정
가. 자활사업의 형성
자활사업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도시재개발 지역의 민중교회를 중심
으로 지역 빈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되었다(이문국, 2009: 13). 그리
고 1996년부터 시범사업62)을 시작으로 제도화되었다. 시범사업 당시 자
62) 시범사업은 1999년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시기 자활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은 스스
로를 ‘자활활동가’라고 표현했으며, 자활사업을 ‘자활운동’이라고 표현했다. 그리
고 자신들의 활동을 탈빈곤 활동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활동으로 규정
했다(김승오, 20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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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사업은 법적 근거도 없이 ‘자활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5개의 센터가
지정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다(김승오, 2009: 30). 초기 자활지원센터로
지정된 조직들은 다양한 빈민운동 경험을 가진 민간조직들이었다. 시범
사업 1차년도에는 생산공동체운동 경험을 가진 종교단체, 2차년도에는
사회복지법인들, 3차년도 이후에는 사단법인 및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민
간조직들이 자활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김승오, 2009: 38). 초기
자활지원센터 지정현황은 <표 7-1>과 같다. 자활지원센터 예산은 1996
<표 7-1> 초기 자활지원센터 지정현황

1996
(5개)

1997
(5개)

1998
(7개)

1999
(3개)

20개소

지역
서울관악
서울노원
서울마포
인천동구
대전동구
서울성북
부산사상
대구북구
광주남구
경기광명
부산동구
대구남구
울산남구
울산북구
충남천안
전북전주
전남해남
경기성남
강원태백
경북포항

운영법인(단체)
대표자
유형
(재) 대한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송경용
종교단체
(재) 대한성공회 상계동 나눔의집
김홍일
종교단체
(학) 이화학당 상산종합사회복지관
김성이
학교법인
(재) 대한성공회 송림동 나눔의집
조흥식
종교단체
(재) 대한성공회 성남동 나눔의집
유낙준
종교단체
(재) 대한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이재복
종교단체
(사회) 청심두레마을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박영규
사회복지법인
(사회) 생명의전화 산격종합사회복지관 김선왕
사회복지법인
(사회) 인애동산 인애종합사회복지관
김인제
사회복지법인
(사회) 한국복지재단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김승의
사회복지법인
(사회) 한국복지재단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김상도
사회복지법인
(사회) 불교사회복지회
김경도
종교단체
(사단) YMCA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김용호
사단법인
참여자치연대
황미영
시민단체
(재) 대한성공회 쌍용나눔의집
문상윤
종교단체
(재) 대한성공회 전주교회
허종현
종교단체
(사회) 두성재단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서정복
사회복지법인
(사단) 한국참사랑복지회
김창배
사단법인
(사회) 태백사회복지회
백윤구
사회복지법인
(사회) 열린가람
김지찬
종교단체
- 종교단체 9개소(대한성공회 7, 불교단체운영 사회복지법인 2)
*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포함
- 학교법인 1개소(이화학당)
- 사단법인 2개소(YMCA, 한국참사랑복지회)
- 기타사회복지법인 7개소(사회복지관 6, 태백사회복지회)
- 시민단체 1개소(참여자치연대)

자료 :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내부자료(2000. 2); 김승오(2009: 3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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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고보조금만으로 지원되다가 이후에는 국고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교
부되었다. 인력은 4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자활지원센터들은 예산의 범
위 내에서 4～7명까지 자율적으로 인력을 채용하였다. 별도의 인력채용
기준은 없었으며, 직제 및 보수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김승오, 2009: 40).
나. 자활사업의 제도화
1996년부터 사용된 자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은 1997년 11월 생활보호법
이 개정되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변경되고 그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되었
다. 그러나 일선현장에서는 여전히 1999년까지 자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이
계속 사용되었는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자활후견
기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도록 강제되었다(김승오, 2009: 40). ‘자활후견
기관’이라는 명칭은 2006년 현재의 ‘지역자활센터’로 변경되었다.
시범사업 이후 자활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은 자활지원센터에 이어
자활후견기관이라는 단일화된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7명
이하의 소규모 인원과 1억여 원 정도의 적은 예산규모로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욕구를 단일한 전달체계 내에서 포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자활사업의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해 2003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2004년에 시작된 노인일자리사업
등 기존의 자활사업에서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집단들에 대한 추가적
인 지원책이 시행되었다(노대명, 2009: 84).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경부터 자활후견기관 이외의 다른 인프라가 확
충될 필요성이 있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문제 제기의 핵심은 자
활후견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서 광역자활센터와 중앙자활센
터 설립에 대한 논의였다. 그 결과 2004년 광역자활센터 3개소가 설치되
어 200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전개하였다(보건복지부, 2012:
375). 광역자활센터는 2008년 3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2009년에는 서
울광역자활센터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이로써 경기, 인천, 대구의 광역자
활센터에 이어 강원, 전북, 부산에 광역자활센터가 지정되었고, 2009년 서
울에 광역자활센터가 지정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7개의 광역자활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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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운영되고 있다. 광역자활센터는 2006년 시범사업이 종료되면서 2007
년 1월 자활사업 전달체계에 포함되었지만(보건복지부, 2012: 375), 그동
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법적지위가 명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2
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대
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었다(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최상위 인프라로서 중앙자활센터는 2008년에 설
립 허가를 받아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199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제도화의 경로에 진입한 자활사업은 2012년에 비로소 지역자활센터-광역
자활센터-중앙자활센터라고 하는 법에 근거한 전달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 세 전달체계가 수직적 위계관계가 아니고 민간기관 중심의 수
평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의 협력적 전달체계를 구성
하느냐는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 할 수 있다.
다. 자활사업의 새로운 시도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자활근로의 기회와 경과적 일
자리를 제공하고 자활공동체를 통한 취업 및 창업을 유도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로써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의 소득 창출과 사
회적응을 돕고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
다. 그러나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근로 및 취․창업을 통하여 참여자들
의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자활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충분하게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자
활사업 도입 이후 전체 참여자 중 탈수급자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한 자
릿수를 기록해 왔으며 2011년에도 10%에 그치는 등, 평가지표상에서 드
러나는 성과가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희망리본프로젝
트가 추진되었다. 희망리본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관
리․운영 방식에 변화를 꾀함으로써 자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분
명한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자활사업이 지정된 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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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반면,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은 공모
를 통해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에 참여자 개인의 자활 성과와 연동하여 서
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같이 민간사업 수행기관
의 실적에 따른 성과계약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
키고 참여자의 취․창업 및 탈수급을 촉진하는 것이 희망리본프로젝트의
골자이다(박노욱 외, 2011; 류기락, 2012).
한편으로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취업취약계층에게 밀착된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지원을 종합함으로써 복지
－고용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사업 수행기관의 실적에 따라 예
산을 차등지급하여 자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성과중
심형 자활사업 프로그램이다. 자활사업에서 사례관리의 필요성은 지속적
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실제의 사업 운영에서는 주로 수행기관이나 실무
자 개인의 개별적 판단과 역량에 의존하고 제도적 차원의 접근은 미비하
였다. 따라서 자활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교육 및 훈련,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집중적인 취업알선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맞춤
형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의 도입은 보다
체계적인 자활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원, 2011:
22).
또한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자활사업에서 취업이 강조되는 경향이 정책
으로 구체화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김정원, 2011: 18). 자활근로에서 자
활공동체를 통한 창업으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경로를 가정하는 기존의
자활사업에서는 참여자의 욕구에 적합한 사업단을 직접 구성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자활공동체의 양적 증가와
맞물려 창업 종목의 중복과 고갈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박노욱 외,
2011: 89～90). 이에 희망리본프로젝트를 통해 일반 노동시장의 일자리에
참여자를 연계하는 취업지원의 기능이 보완됨으로써 자활경로가 보다 다
양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주요 참여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
상위계층이다. 취업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지표상 70점 이상에 해당
하는 집중취업지원 대상자는 고용부 자활사업 참여 대상으로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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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제외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희망리본프로젝트
의 주요 참여 대상이 된다. 또 근로능력이나 자활욕구, 또는 가구 생활여
건이 취약하나 사업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통하여 취업의 가능성
이 있는 조건부과제외자 등도 우선 모집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보건복지
부, 2012: 246). 2009년 부산, 경기 지역의 참여자 2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어 2012년 현재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전북 등
을 포함하는 7개 시․도에서 4천 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의 전달체계는 복지부와 지자체, 중앙자활센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수행,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전반을 총괄한다.
지자체는 참여자 선정과 관리, 그리고 수행기관 선정과 성과계약 체결,
수행기관의 사업 운영 실태 및 계약이행 내용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중앙자활센터에는 모니터링 기관으로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평
가하는 기능이 일임되었으며, 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예탁받아 수행기관
에 지급하는 등 자활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겨져 있다(보건복지
부, 2012: 242).
개별 수행기관들은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실무적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희망리본프로젝
트의 사업주체로서 수행기관의 구체적인 역할은 지자체로부터 참여자가
위탁되면서 시작된다. 수행기관은 위탁된 참여자에 대한 기초상담을 통
해 참여 여부를 확정하고,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Individual Service
Plan : ISP)을 수립하여 참여자의 필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연계․조정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참여 시점으로부터 1년간 제
공하며, 취․창업 이후 6개월간 사후관리를 한다.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자활사업 시행 성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지속적
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그 성과를 제고하는 데 분명한 초점을 두어 설계
된 성과중심 자활사업이다. 기존의 자활사업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률
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반면,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은 참여자 개인의
자활 성과와 연동하여 수행기관에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
영된다. 이와 같이 사업 수행기관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 체계를 구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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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여자의 취․창업 및 탈수급을 촉진
하는 것이 희망리본프로젝트의 골자이다. 실제로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취․창업률 및 탈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희망리본프
로젝트사업은 기존의 자활사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

2.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현황
가.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형성
현재 자활사업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자활사업의 이원화된 구성은 초기 자활사업의 시행시기에 복지부
와 노동부의 갈등관계로 인해 형성되었다(노대명, 2009). 복지부와 노동
부의 논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시점까
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논쟁의 핵심은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중
장기 정책대응 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전략에 대한 두 부처의 견해 차이에
서 비롯되었다. 노대명(2009)은 이러한 갈등관계를 두 시기로 나누어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전 단계로서 실업부조를 도입할 것인
지, 공공부조를 확대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였다. 그러나 1997년 구제금
융 위기, 대량실업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먼저 확대하자는 논의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실업부조를 도
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와의 격차 문제는 매우 취약한
수준이었던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안으로 결정되었
다(노대명, 2009: 71).
둘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시점인
1999년 9월과 2000년 1월 사이에 진행된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에 대한 역
할분담 논의였다. 이 시기 복지부와 노동부는 TFT를 구성하여 미취업수
급자를 취업대상과 비취업대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당
시 미취업수급자 규모를 약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노동부와 복지부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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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0만 명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것에 합의하였지만, 실제 미취업수급자
규모는 약 10만 명 정도였고, 실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는 6
만 명에 불과했다. 그 결과 복지부와 노동부의 역할분담이 사실상 무의미
해지고, 노동부는 적절한 자활사업 지원 대상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복
지부와 노동부의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노대명, 2009: 72).
이후 복지부가 자활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자리매김하였고, 복지부의 자
활지원단에 의해 현재와 같은 자활사업의 형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당
시 자활사업은 각종 프로그램을 하나의 발전 과정, 즉 ‘사회적응프로그램
→ 자활근로사업 → 자활공동체사업/취업’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단일화된
발전경로를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었다(노대명, 2009: 73). 이러한 초기
의 단선적인 발전 경로 설정은 현재에도 경로의존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대상자에 따른 다양한 경로설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 공공부문뿐만 아
니라 비영리 민간단체조차도 충분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의 자활지원단에서는 5대 표준화 사업이라고
하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노대명, 2009: 73). 5대 표
준화 사업은 단기간에 자활사업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경로의존성을 띠면서 현재의 자활사업이 다양한 사업으
로 확장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다는 평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복지부 중심의 자활사업 운영은 시행 첫해 자활지원단과 자활후견기관
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유지되었지만, 조건부 수급자라는 복지수급
자의 특성과 정부 지침의 경직성, 시장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충분한 성
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었다(노대명, 2009: 74).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또한 자활참여자들의 근로동기를 강화하기보다는 자
활근로사업으로 인한 참여수익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근로동기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자립준비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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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크레디트, 자산형성지원제도 등 다양한 미시적 제도 수정이 있
었지만,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또 이
른바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성과지표의 설정과 관리
운영 방식의 변경을 골자로 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을 도입하여 지표
상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는 직접적으로 자활참여자들의 취
업 및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의 성과
와 연계된 명시적인 유인을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
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박노욱,
2011).
이에 대해 자활사업 자체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를 동시에 한 제도
에서 포괄하고 있음으로써 제도의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들은 근로능력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여 별
도의 제도에서 포괄하고,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현행 자활사업의 틀 안에서는 약 200여만 명에 이르는
근로빈곤층을 흡수하여 이들의 활성화를 지원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
에 직면하였다는 점도 최근의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
의 도입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자활사업의 역사적 전개과정은
고용과 복지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구상에 대한 논의가 대
두된 배경이 되었다.
나. 자활사업의 흐름
현행 자활사업의 흐름과 수행체계는 [그림 7-1]과 같다. 자활사업의 전
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읍․
면․동 및 시․군․구에서 근로능력 판정을 받고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
동부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을 거친다. 먼저 읍․면․
동에서는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
정한다. 근로무능력자는 조건부과제외자로 판정되며, 근로능력자 중에서
도 현재 취업 창업자, 가구여건 곤란자, 환경적응이 필요한 자는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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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자활사업 흐름 및 사업 수행 체계

자료 :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과제외자로 판정된다. 이 외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판정되어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음으로 시․군․구(시․도)에서는 지역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민간기관에 자활사업을 위탁하는 역할을 담
당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는 의무참여자(조건부수급
자) 및 희망참여자(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
자, 시설수급자)로 구분된다.63) 자활사업 대상자들은 담당공무원과 자활
63)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자활기업), 성과관리형시범사업
등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근로무능력자도 해당됨)

248

고용-복지 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이후에 자활사업 대상자들은 시·군·구에서 자활사
업 실시기관인 지역자활센터로 의뢰된다.
이렇게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은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
사업 실시기관들은 대상의 근로능력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원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 지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지원 사
업은 주로 지역자활센터 등이,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은 주로 고용지원센
터 등이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일선 전달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앞서 자활사업의 전개과정에서 언급하였듯이 자활사업 프로그램은 ‘단
계별 발전전략’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의 능력에 따
라 단계별로 ① 디딤돌사업(사회적응프로그램) → ② 자활근로 → ③ 자활
공동체/직업알선․창업지원프로그램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자
활사업프로그램은 크게 자활공동체․자활근로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대
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자활사업과 직업훈련․취업촉진
사업 등 즉시 취업이 가능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자
활사업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자활사업의 단계별 추진체계는 [그림 7-2]
와 같다.
[그림 7-2] 자활사업의 단계별 추진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2011),『2010 보건복지백서』, p.117.
급여특례가구원 : 의료․교육급여 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비수급 일반시설생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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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활사업 전달체계(지역, 광역, 중앙자활센터)의 기능
자활사업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자활사업의 경우 지역광역-중앙 자활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현재 247개,
광역자활센터는 7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자활사업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와 민간위탁기관 등이 전달체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전달
체계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지역자활센터는 가장 먼저 설치되었는데, 지역자활센터의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
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
부, 2012: 338).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
도,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사회서비스지원사업, 기타 자활을 위
한 각종 사업 실시이다.
다음으로 광역자활센터는 2004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2012년 현재 경기, 인천, 대구, 강원, 전북, 부산, 서울의 7개 광역자활센터
가 운영되고 있다. 광역자활센터의 목적은 기초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
진되고 있는 자활지원체계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활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2: 375).
광역자활센터는 2004년 인천, 대구, 경기 3개 지역이 선정되어 2006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자활사업 전달체계로 편입되었다. 당
시의 자활사업은 자활후견기관이라는 지역 중심의 자활지원체계만을 가
지고 있었고, 자활서비스 지원기관 간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자활사업은 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
어 서비스제공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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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활지원사업을 확충하며, 지역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광역자활센터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게 되었다(김태완, 2011: 97).
2004년 시범사업 당시 경기광역자활센터는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경
기지부가 위탁을 받았고, 인천광역자활센터는 인천광역시가, 그리고 대구
광역자활센터는 불교사회복지회가 위탁을 받았다(구인회 등, 2009: 20).
광역자활센터는 2008년 강원, 전북, 부산에 세 곳이 추가로 설치되었고,
2010년 서울에 광역자활센터가 설치되어 현재 7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7개 광역자활센터는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의해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다. 광역자활센터는 시․도 단위에서 지정되며,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명시된 광역자활센터의 역할은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과 창업지원
및 알선,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사업지원 개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그 밖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 등
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자활센터는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자활사업을
체계화, 전문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중앙자활센터의 설립이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서 지
역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중앙자활센터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전달체계
가 체계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중앙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의 개발 및 평가, 자활기업(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자활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취
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기타 자활촉진에 필요
한 사업이다. 중앙자활센터는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던 자활사업 체계가
지속되면서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중앙 단위의 정보
수집이 필요해지고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활사업의 최상위 운
영주체로 설치되었다.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지원체계 총괄조정, 자활사업 효율성 제고, 자활사
업성과 확대라고 하는 3대 추진 전략과 근로빈곤층에게 일, 기회, 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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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일자리복지 선도 및 자활사업 전문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
과 극대화라는 비전과 미션을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3절 전달체계와 자활사업 성과의 관계 분석

1.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
가. 자활사업의 운영구조 및 운영 방식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근로능력에 따라 비취업대상자와 취업대상자로
구분한 뒤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을 지원한다. 자
활프로그램은 크게 사회적응프로그램,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 비취업대
상자 중심의 복지부 주관 사업과,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
업촉진사업 등 취업대상자 중심의 노동부 주관 자활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조건부수급자의 대다수는 복지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비취업대상자이
다. 이렇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복지부 자활사업의 단계별 자활경로를 살
펴보면, 자활근로를 거쳐 마지막 단계로서 공동창업 방식의 자활공동체
를 통해 자립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단계별 접근과 관련
해서 이론적으로는 단계별로, 순서대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하지만, 실
제로는 이런 변화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신명호, 2007: 86).
이런 순차적, 직선적 모델은 초창기 자활사업이 ‘지역봉사 → 근로유지
형 자활근로 →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 자
활공동체 → 노동시장 취업 또는 창업’이라고 하는 단계적 구조 방식의 설
계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인데, 이는 초창기부터 ‘과도한 도식화’(이
혜경, 2002a)이며, ‘현실과의 괴리를 갖는 접근’(권승, 2005)이라고 비판받
았다. 이러한 단계적 모델은 근로의욕과 기술능력, 정보 및 경험 면에서
변화가 일어난 수급자들은 예전보다 향상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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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재진입해서 취업을 하거나 사람들과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경제적
으로 자립할 것을 기대하지만, 이런 단선적 발전경로에 대한 믿음은 실제
로 일어나기 어렵다(신명호, 2006).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약한 인적자본특성을 고려했을 때 자활사업
이 현행과 같이 시장진입을 통한 자활공동체 창업을 최종경로로 설정한
것은 무리한 목표설정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었다(노대명 외, 2009). 실제
로 자활공동체는 참여자의 기술 및 경영능력 부족,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
응하기보다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경향, 저임금 및 고용
불안정, 자활공동체 운영에 대한 제도적․전문적 지원의 미비 등으로 자
활근로사업단과 큰 차별성이 없어 자활의 최종 단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노대명 외, 2009).
이러한 모델은 변화를 획일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위험을
갖는데, 실제로 변화는 순차적, 직선적으로 단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드러나며, 참여자들이 가지는
차이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정교화는 일어날 수 없다. 직선적, 일
방향적 경로를 상정하는 것, 변화를 획일적인 과정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가지는 문제와 유사하게 주로 5대 표준화사업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자활프로그램 역시 근로빈곤계층의 다양한 욕구 및 특성을 포괄하지 못
하고 있다는 문제를 갖는데, 5대 표준화 사업이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프
로그램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노대명
외, 2009)고 해도, 참여자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
이다. 또한 비수급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
한다면 자활사업이 자활대상자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맞춤식 프로
그램을 개발하지 못할 경우 근로 능력과 의지가 충분한 사람들조차 그들
의 적성 및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활사업을 기피하거나
공동체를 설립한다고 해도 불안정한 운영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대명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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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활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비판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기대되었던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라는 것이 중론을 이룬다. 이런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활사업의 취업성과 부진이 논의되고, 둘째, 기초생활보
장제도에 대한 취업빈곤층의 의존성 증가 등이 근거로 제시된다(노대명
외, 2010). 그러나 이런 평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 해석이 뒤따르는데,
노대명 외(2010)는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이고 실증적 분석에 의해 뒷받침
되었다기보다 일종의 ‘심증’으로 존재해 온 것이라고 평가한다. 무엇이 자
활사업의 ‘성과’인지에 대한 정교한 논의가 생략된 채 ‘당위적’인 평가에
의해 드러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자활에 대한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은 ‘자활성공률’인데,
흔히 자활성공률은 ‘탈수급’ ‘탈빈곤’ 상태를 의미하고, 이는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상태가 ‘자활의
성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자활성공에 대한 논의가 현장과 간극
을 가지고, 때론 괴리되어 있다고 평가해 온 연구들은 이렇게 특정 국면
에서의 특정 결과, 즉 경제적 자립에 국한하여 자활을 평가하면 자활 현
장에서의 ‘복잡성’과 ‘총체성’ 그리고 ‘현실성’이 배제되게 된다고 지적한
다(김인숙, 2008: 97).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는 자활에서 경제적 자립은 분명 매우 중요하지
만, 자활은 경제적 자립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특
성을 가지고 있다(한상진․김용식, 2007)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한상
진․김용식(2007)은 자활개념을 정책적‧제도적 차원, 경제적 차원, 사회
문화적 차원으로 구분, 자활의 다차원성을 설명하고, 이것이 별개로 독립
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탈수급’이라는 정책
적․제도적 차원을 자족(self-sufficiency)으로, 노동통합적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으로의 편입과 같은 경제적 자활을 자조(self-help)로, 사람들이 스
스로의 삶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인 사회문화적 자활을 자주(self-empowerment)로
명명한 이 연구는 자활을 단순히 특정시점에서의, 특정측면에서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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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인식하면 자활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정결과를 기준으로 자활의 여부를 가릴 때,
전체 자활 과정에서 현 수준이 갖는 상대적 위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자
활성공에 이르는 개인적 편차를 무시하게 되며,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
는 자활은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김인숙, 2008).
물론 ‘특정’ 국면과 ‘특정’ 시점으로서의 자활을 경계 짓는 방식은 자활
의 분절점을 단순화함으로써 투자 대비 자원의 효율이 선명하고 극대화
되어 표명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 결과 자활의 효과가 매우 단순 명
쾌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과 실용성이 크다(김인숙, 2008).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자활이 그렇게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이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결과’로서의 자활은 자활 당사자보다는 자활 관
리자에게 더 용이하게 설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인숙, 2008: 106). 그
러나 “자활은 한 번에 도약되어 결과를 가져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시간’
요소가 자활사업에 가미된 긴 시간이 필요한 개념이다”(김인숙, 2008: 106
～107).
‘시간’요소를 자활사업 평가에 가미한다고 했을 때 평가가 완전히 달라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로 유태균(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
구는 자활사업 시행 초기인 2002년부터 2004년 기간 중 선행연구에서 조
사되었던 자활사업 참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현 시점에서 재조사함
으로써 자활사업 참여 경험자들의 삶이 시간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변화
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의 연구는 삶에 미친 영향을 얼마나 장기적으로
관찰하는가에 따라 자활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연구결과는 과거에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있
는 조건부수급자의 탈수급률이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탈수급자들 중
50% 이상이 자활사업단 또는 자활공동체를 발판으로 본인이 취업 또는
창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활사업이 조건부수급자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탈수급 할 수 있게 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
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결
과는 이제까지 알려져 온 자활사업의 효과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활사업의 효과를 평가 또는 측정하는 방식이 효과, 결과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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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매우 다른 모습을 드러내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유태균(2010)의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취업 또는 탈수급으로
이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1년 내지 2년 정도로 보고 당해 연도의 탈빈
곤율 또는 탈수급률로 자활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
었던 방식이 아니라, 자활사업 참여 경험 이후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8
년이 경과한 후 자활사업 참여 경험자들의 취업 또는 탈수급 여부를 파악
함으로써 자활이 시간이 필요한 개념임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인숙(2008)은 누구의 자활이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자활이 주
로 정부가 정의하는 자활의 개념을 수용하여 설계 평가되고 있었을 뿐 자
활기관과 자활당사자들의 자활 개념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
적하며, 자활 개념의 재구성이 기존 자활개념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으
나 기실 자활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자활기관의 실무자와 자활당사
자의 자활개념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김인숙, 2008: 100). 기
존의 자활 패러다임은 개인화된 자활, 결과로서의 자활, 자활당사자의 특
수성과 자활과정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
의 자활이 결과 중심의 경제적 자립을 의미한다면 당사자와 현장실천가
의 자활은 경제적 자활 이외의 자활이 중요했고 이는 비가시적인 것을 중
시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김인숙, 2008: 95).
이현주(2012)의 연구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강조하는 기존의 자활
성과 평가가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평가지표임을 강조하면서, 빈곤층의
자율성을 반영한 정책들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빈곤층은 근로를 통
한 소득이나 안정보다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존감 회복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빈곤층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그들로 하
여금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미래 지향의 능동적
변화노력을 주저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성공
의 기회, 통제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대빈
곤 정책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빈곤층이 의미를 두
는 일을 개발하고, 또한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
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조기에 성과를 얻고자 하는 조바심을 버리고 오
랜 시간 좌절로 점철된 빈곤층의 경험을 극복하는 보다 장기적이고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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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제도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으로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
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자활의 성과개념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자활 성과와 관련된
접근들은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즉 자활성공률
을 높이기 위해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들은 주
로 노동공급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수요측면에서의 고려
가 없이 자활사업 전반 및 전달체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자활사업에
대한 잘못된 평가로 이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높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가 이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면 자활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
동시장의 수요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활사업의 전달체계에 대한 평
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자활성
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체계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과 자활사업 참
여자들의 질적인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변수 구성 등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지역자활센터 242개에 대한 2008년과 2009
년 평가결과의 원자료이다. 이선우(2010)는 2008년도 평가결과 자료를 활
용하여 자활사업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운영주체, 운
영 방식 등에 따른 자활사업의 성과를 기술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자
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전달체계와 관련된 요인이 무
엇인지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노동시장의 수요측면 요
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는 자활성공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자활성공률이다. 자활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자
활사업 참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룬 참여가구 수로 측정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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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활사업 참여가구의 경제적 자립은 탈빈곤이나 탈수급으로 측정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유태균, 2010). 이러한 방식의 자활사업 성과 측정은
일을 통한 빈곤층의 자립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자활의 목표를 매우 협소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으며, 자활사업에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 왔다(이선우, 2010: 176). 자활사업의 목표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근로능력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경과적 자활지원 사
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즉 자활사업의 목표를 탈수급
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빈곤층이 일을 통해서 자립하는 것을 자활성
공으로 보는 반면, 자활사업의 목표를 근로능력 유지까지 포함하는 입장
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능력 수준에 따라서 상위 자활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자활성공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의 목표를 광의의 개념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자활사업 전달체계로서 지역자활센터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경우에는 자활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자활센터
의 성과는 자활지원사업의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지역자활센
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에는 근로능력이 충분한 수급자뿐 아니라, 근
로능력이 취약한 조건부수급자도 포함된다. 이들에 대해 탈수급률을 강
조하는 자활성과 측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근로능력이 취약한 조건부수
급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성공
률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데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조건부수급자들은 근로능력을 유지시
키고, 근로에 참여하게 하는 것 자체도 자활지원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선우, 2010: 176) 자활성공을 좀 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활성공률 변수는 중앙자활센터의 2009년 평가자
료를 활용하였다. 자활성공률은 다음의 여섯 가지 경로로 이동한 경우를
자활성공자로 포함하고 이를 자활근로사업 참여 수급자 수로 나누어 계
산되었다. 첫째,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인정자활공동체를 창업 및 참여한
경우, 둘째,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반기업, 장기요양기관 등에 일반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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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셋째,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복권기금,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노
인, 장애인, 산모) 등에 참여한 경우, 넷째, 자활사업단에서 개인 창업한
경우, 다섯째, 수급자에서 자활특례, 탈수급 등의 상위유형으로 전환한 경
우, 마지막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참여한 경우이다.
독립변수로는 지역자활센터의 전달체계 특성에 해당하는 지역자활센
터 직원 수, 자활사업 전체참여자 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수, 차상위계층 및 일반참여자 수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자
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사업단 수, 자활센터의 인정공동체 수, 자
활센터 운영기간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변수들은 2008년 평가자료를 활
용하였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율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통제변수로서 지역 고용률이 포함되었다. 교육이수율과 고용
률 변수는 200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질적 심층인터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의 직접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자활사업단 근로 참
여 후 공동체를 창업, 운영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고,
이후 전달체계의 실제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실무자 1인의 인터뷰를
추가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지역자활센터의 실무자로부터 추천받았는데, 추천
자 중 연령, 성별, 공동체 사업유형을 고려, 대상을 확정하고 전화통화를
통해 해당자에게 조사의 개요를 우선 소개하였다. 그 후 인터뷰 일정을
약속하고, 그 과정에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안을 포함한 조사 전반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하였다. 인터뷰는 녹취
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답변 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린 뒤, 조사에 대
한 동의를 재확인한 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을 가지고 1회 60～90분 진행되었으며, 참여
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된 자료는 이후 녹취록으로 재구성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지역자활센터에서의 자활 과정 전반에 대해, 특별히 자활공동체
경험에 중심을 두고 내용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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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귀분석 결과
가. 기초적 분석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자활성공률의 평균은 26.3%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원 1인당 자활사업
에 참여하는 참여자 수 평균은 20.3명에 달했고, 이 중에서 기초법 수급자
는 8.7명, 차상위계층 참여자는 11.6명이었다. 자활사업단 수는 평균 8.1개
였으며, 자활공동체 수는 평균 4.2개로 나타났다. 지역자활센터의 평균 운
영기간은 8.7년이었다. 노동시장의 수요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측정한 지
역 고용률은 평균 59.4%였다.
다음은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다.
상관관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활성공률은 직원 1인당 자활사업에 참
여하는 기초보장 수급자 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고, 차상위 참여자 수, 고용률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었다. 즉 참여자들의 근로능력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수요가 많을수록 자
활성공률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2> 기술통계치(n=242)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6.3

11.6

3.1

66.4

참여자 수

20.3

6.0

9

46.5

기초법수급자 수

8.7

4.0

1

21.8

차상위계층 수

11.6

4.8

2.2

39.25

자활사업단 수

8.1

1.7

3

13

자활공동체 수

4.2

2.0

0

12

운영기간

8.7

1.8

4

14

참여자 교육이수율

63.6

16.4

8.6

107.1

종사자 교육이수율

61.5

21.5

0

135

지역 고용률(2009)

59.4

5.1

46.5

76.9

자활성공률(2009)
직원 1인당

주 : 지역고용률은 국가통계포털의 2009년 자료(광역시와 시․군의 고용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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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상관관계 분석

A

B

C

D

E

F

G

H

A

1

B

0.10

1

C

-0.13*

0.60*

D

0.24*

0.75* -0.08

E

0.02

0.28*

0.38*

0.04

1

F

-0.01

0.47*

0.48*

0.19*

0.29*

1

G

-0.01

0.25*

0.42* -0.03

0.19*

0.41*

H

0.01

-0.12

-0.06

0.03

0.03

0.03

I

-0.01

-0.02

-0.09

0.04

-0.02

-0.45*

0.08

-0.19* -0.32* -0.45* -0.01

J

0.14* -0.24

I

J

1
1

1
-0.01

1

0.01* -0.08

0.12

1
0.16*

1

주 : A는 자활성공률(2009), B는 직원 1인당 자활참여자 수, C는 직원 1인당 기초보
장수급자 수, D는 직원 1인당 차상위 수, E는 자활사업단 수, F는 자활공동체
수, G는 운영기간, H는 참여자교육, I는 종사자 교육, J는 고용률.

나. 회귀분석 결과
<표 7-4>는 자활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
과이다. 모델 1은 직원 1인당 전체 참여자 수를, 모델 2는 직원 1인당 수
급자 수와 차상위 참여자 수를 투입한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두
모델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온 변수는 지역 고용률 변수와 직원 1인당
참여자 수 변수이다. 즉 자활성공률은 노동시장 수요요인인 지역의 고용
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용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분리해서 특성에 맞는 자활근
로 사업을 운영하고 위탁할 때에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단순히 참여자 전체를 직원 수로 나누어 직원 1인당 참여자 수가 많을
수록 자활성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차상위 참여자의 영향으로 인한 것
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로 나누어 모델 2를 보
면 차상위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자활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직
원 1인당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 수는 유의성이 없지만 부호가 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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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나오는 점으로부터 이를 알 수 있다. 현행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취창업 등 탈빈곤을 유인하기보다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제도 내에 머
무르게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활에 성공하는 수급자는
많지 않지만, 차상위자는 자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은 데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질적인 심층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는
자활사업의 전달체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로
통합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로 보인다.
자활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전달체계인 지역자활센터의 조직적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지역자활
센터의 조직적 특성 중 일부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자
활참여자 개인자료와 지역자활센터의 조직적 특성에 대한 자료들을 추가
로 확보하여, 위계선형모형 등을 통한 분석을 통해 전달체계의 특성과 자
활성공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 7-4>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 자활성공률)
모델 1
회귀계수
직원 1인당 참여자 수

0.30*

모델 2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0.14

직원 1인당 수급자 수

-0.36

직원 1인당 차상위 수

0.24

0.54**

0.16

자활사업단 수

0.13

0.47

0.47

0.47

자활공동체 수

-0.24

0.45

-0.04

0.45

운영기간

0.30

0.49

0.57

0.49

참여자 교육이수율

0.01

0.05

-0.00

0.04

종사자 교육이수율

-0.02

0.04

-0.02

0.03

고용률
상수
주 : ** p<.01, * p<.05, †p<.1.

0.44**
-8.32

0.17
13.3

0.28†
-0.93

0.17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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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적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가. 자활사업 진입과정 - 자활지원체계의 수립, 선택의 제한성을 낳는 첫
단추
인터뷰에 응해준 8명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모두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쳐 상위 자활사업인 자활공동체로 이동한 경우였다. 특히 이 중 5인은
해당 공동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들로, 자활공동체를 창업할 당시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참여자들이었다. 이들이 자활사업에 진입하게 된
이유는 다양했는데, 자활사업을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조
건부과를 이유로, 자활사업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고 정보를 가지지도 못
한 상태에서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거쳐 자활에 참여하게 된 경우가 대다
수였다.
참여자 B : 개인 사업을 했는데요. 개인 사업을 하다가 IMF 때 실패했습니
다. 실패해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또 몸이 아파 가지고 한 5년 암 투병을 했어
요. 암 투병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동사무소
에서 그때 암 투병할 때 도움을 받던 동사무소에서 수급자로 지정을 해줬는데.
수급자 하다가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병간호하느라 일을 못했는데
떠나고 나니까 일을 좀 배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참여자 H : 이제 남편이랑 사별을 하고 저는 이쪽으로 ○○으로 오게 되면서
자활을 알게 돼 가지고 자활로 들어왔죠.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살
아야 되는지 이런 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활이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하면 괜찮지 않겠냐. 취업도 알선해 주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 주고 그런다
그래서 자활을… 그때는 자활이 있는지도 저는 몰랐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동사무소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참여자 A : 제가 맨 처음에 거기 갈 때는 그런 수급자, 그런 게 이런 거 있는
지도 몰랐어요. 너무 뭘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시작했는데 일 간 곳
에서 수급자, 차상위, 수급자냐 차상위냐 이런 말이 오고가고 하면서 그게 무
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수급자였어요. 네, 그리고 수급자…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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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줘서 저도 몰랐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구나 알게 됐고.

특히 인터뷰 참여자의 다수는 4, 50대의 여성들이었는데, 이들은 자활
사업 참여 당시 자녀양육과 생계책임의 역할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경우
가 많았다. 이는 자활참여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자녀양육과 생계책임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결국 자
활사업을 선택하게 된다(황정임, 2005)고 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확인
해 주는 것으로, 이들이 일반취업이 아닌 자활사업 참여를 ‘선택’하게 된
것에는 자활사업단 근로 참여가 자녀양육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되었다. 이
들 중 다수는 자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자녀양
육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자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우였다.
참여자 G : 제가 저 혼자, 그때 아이들이 어렸어요. 제가 약간 아이들을 늦게
낳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고. 어렸다 보니까 저기에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
었어요. 그런데 내가 직장 어디를 나가도 어린이집 보내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시간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를 가서 상담
을 하게 됐어요. (중략) 난 자활이란 그런 것도 몰랐어. 그 당시는 그런 게 있는
지도 몰랐어요. 주민자치, 사회복지과가 있어서 그런 거 지원해 주고 그런 것
도 몰랐어요. 옆에 친구가 이런 게 있는데 주민자치 한 번 가봐, 상담 받아 봐.
그래서 갔더니. 그래서 어린이집 비용도 약간 지원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런 거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담당 선생님이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앞으로 일자
리를 찾으려면 여기를 한번 가 봐라. 그래서 가게 됐던 거예요. ◯◯자활에 오
게 됐던 거예요.
참여자 D : 처음에는 그냥 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이도 어리고 그
러다 보니까 장시간 일하는 건 약간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활은 보통
아홉 시부터 네 시까지 근무니까.
참여자 A :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위에 어떤 엄마가, 제가 이제 애기가 어린
데 직장을 가니까. 거기가 일곱 시에 끝났었어요. 우리 첫 아이 두 돌 되기 전
이었는데. 끝나고 애기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을 거의 한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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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돼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적으로 너무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동사무소 가면 그런 거 직접 시간도 조정해서 알려 준다고
해준다고 하던데, 한번 가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어떤 분이
그러기에… 그래요, 한번 가 볼까, 그래서 동사무소를 가게 된 거거든요.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자활 전달체계 초기 접근 시 자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공적 지원이 필요해서 찾은 동
사무소에서 권유를 받고 비자발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이런 선
택과정에서의 정보부족은 이후 자활사업 참여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여자 F : 자활에 대한 걸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자활이 뭔지
도 모르고 그냥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자활에 대한 어떤 홍보도 사실적으로 필
요하고, 동사무소든 어디든 팜플렛 같은 거라도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자활에 오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동사무소에서 여기 한번 가 봐라 하니까
오게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자활사업 수행체계를 보면 자활사업의 첫 시작은 자활지원체계의 수립
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때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집중적이고 세밀한 사례관리를 통해 참여자의 욕구와 능력, 가구
상황 등이 파악되고 이를 기반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서비스 지도를
그리는 것은 이후 효과적인 자활사업 진행에 있어서 기본전제가 된다. 그
러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자활사업 초기 접근의 실제 모습은 자활지원
체계 수립의 이러한 필요성과는 별개로, 계획수립의 과정과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인터뷰 사례는 참여자의 기본적인
상황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자 A : 둘째가 생기기 전에 큰 아이가 있을 때는요, 제가 현장에 야간작
업 있거나 그럴 때 가끔 집에서 가까운 곳은 제가 꼬맹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연계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
어 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이런가, 한번 알아볼까 하는 것
조차도 생각 못했던 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
스, 이런 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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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A :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또래의 엄마들이 없고 이제
보통 엄마들이 제 또래 애보다 나이가 많은데 애기들 다 어느 정도 컸는데 저
는 이제 애기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주변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냥 일에만 바쁘다 보니까 전혀 누군가하고 소통할 시간이
별로 없었고요. 제 생활에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고. 아마 센
터에서도 그런 거 자체를 모르셨을 수도 있죠. 제가 뭘 필요로 하는지. (중략)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사업단에 계시는 어머님들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들
이 더 많거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서비스가 있고 이런 혜택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게 더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이 과정에 자활사업 참여자의 목소리는 정보부족과 맞물려 전
혀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스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과
정’으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지만, 소홀한 자활계획의 수립과정은
참여자들이 이 과정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모습은 참여자들
이 지역자활센터에 가게 된 이후 진행되는 개인별 자활계획 수립에 있어
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채 반복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인
터뷰에 응했던 참여자들은 계획수립과정을 “하기는 했을 것” 정도로, 명
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 이용의 지속성과 이를 통한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는 참여자 자
신이 주체가 되어 서비스 이용의 통제권을 가지고 과정을 계획,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자활은 ‘스스로 살아감’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선택과 그 안에서의 성취감 획득은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러나 실제 자활참여 과정은 비자발적이고, 참여자의 제한된 ‘선택’이 이
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자활 과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
과의 만남에서 공무원의 역할은 지역자활센터에 의뢰하는 것에 머무르
고 있었고, 이후에라도 상담이 이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참여자들은 “동
사무소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결국 이
후 자활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제한된 선택을 하게끔 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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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동적 참여자를 낳는 사업단 결정과정 - 참여자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
는 지원체계
자활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자활사업단 근로는 지역자
활센터의 활동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김정원 외, 2009).
현재의 자활경로에서 자활공동체 창업은 최종경로로 설정되어 있고, 이
런 자활공동체 사업의 내용은 사업단에서의 사업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
자활과정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업단을 결정하는
것은 이후의 삶의 경로를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인터뷰
에서 드러난 모습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자활사업단 결정에서 참여자들
은 주체적, 자발적 선택을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사업단
참여과정은 참여자들이 별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수동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는데, 참여자들의 욕구와 능력이 반영되
기보다는 지역자활센터와 사업단의 수요에 의해 편의적으로 배정되었다.
참여자 A : 그런 거 작성하고 하는 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역자활센터가 세 군데가 여기 △△에는 있는데요. 세 곳에서 시
기적으로 그게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단에 인원이 필요한
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게 또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무슨 꼭 어떤 적성 이런 것
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아이와 우리 아기하고 시간을 좀 맞출 수 있는 일이면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해서 한 거였기 때문에.

(질문자: 지금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데 그 전에 이 사업을 하기까지
에 뭐가 잘 맞으시는 게 있으셔서 이쪽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참여자 F :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전혀 아니고. 그건 전혀 아니고 이제. 이
사업단별로 있잖아요. 사업단에 TO가 여기밖에 없었죠. 집수리 영역밖에 없었
기 때문에 집수리 영역으로 오게 된 거고. 다른 사업단보다도 집수리 사업단에
일하는 게 비어서 거기로 들어오게 된 거죠.
참여자 F : 정보가 없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동사무소에서 △△자활
에 와 보라 그래서 왔는데. 여기 집수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한
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하지, 다른 데는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 제 성격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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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럴 만한 정보가 없는 거죠.
참여자 E : 저는 사실 자활이란 것 자체도 잘 몰랐었고, 사업단이 여러 개 있
는데 어디에서 일을 하고 싶으냐. 부식도 있고 제빵도 있고 청소사업단도 있고
세차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지정해 주시
면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부식사업단에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부식사업단
으로 출근을 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들어갔어요.
참여자 E : 저는 그냥 선택이라기보다도 상담을 해 보고 아 이분은 뭐 부식
쪽이 그래도 낫겠다…. (질문자 : 그럼 그쪽에서 많이 좀 안내를 해주시고 제안
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지정이 된 거죠, 사업단은.
참여자 G : 면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그냥 와서 면담을 한 거잖아
요, 그때는. 이런 여가 사업단을 만들 거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이렇게 할 거다. 우리는 나는 약간 그때는 수동적이었죠. 아, 그래요? 그래도
약간 공예 쪽에 관심이 가니까 그래, 너무 좋겠다, 그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런 과정은 사업단 참여 결정이 참여자의 특성이 고려되기보다는 프
로그램에 참여자를 적합하게 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런 방식의 진행은 결국 참여자의 자활 의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중도이탈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목표와 효과 측
면 모두에서 문제를 낳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참여자 F : 자활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물론 돼야죠, 우리야 다 그렇죠. 자
활 의지를 높여서 탈수급에 뭐 그런 게 기본적인 목표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러기에는 조금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바로는 일단은 문제점으로 보면 문제점으
로는 어떤 그 사람의 특성을 못 살린다는 것. 특성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 (중
략) 자활, 어떤 자활 프로그램에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맞춰야 된다는 거,
그게 큰 거죠.
참여자 F : 내가 센터장이라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제 어떤 그 사람 특성
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개발하고 하는 걸 해보고 싶어요.
참여자 F : 그래서 거기에 맞는 특성을 살려 준다든가. 노가다 하던 사람이
노가다 하기 싫어서 여기 왔는데 집수리 가서 집수리 하라고 그러면 그건 안

268

고용-복지 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좋죠. 생전 펜대만 굴리던 사람이 노가다 하라면 그것도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고. 머리를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몸을 써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여기 센
터의 사업단에 맞춰야 되니까. 세 개 자활이 있지만 그 세 개 자활을 내가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자기가 속한 구에 ○○구면 ○○자활, ◇◇구
면 ◇◇자활, 이런 식으로 거기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참여자 스스로 적성을 탐색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의 진행 과정에서 참여
자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획을 설계하기는 쉽지 않다. 자활전달체
계 진입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여과정에서의 개인의 통제권 상실이 이
어지고 있고 자신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선택은 제한되고 있
는 것이다.
(질문자 : 부식사업단으로 배정 받으시고 나서 처음부터 자활근로를 곧바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교육과정 같은 걸 먼저 거치셨나요?)
참여자 E : 저희는 바로 하고서 사이사이에 교육이 있었고, 본인이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는 거예요.
참여자 F : 그 당시에는 뭐 백수였었고. 그 당시에는 하던 사업이 망해 가지
고 거의 뭐 자포자기 상태로 그냥 집에 있었던 상태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제 알게 돼서 자활에 갔고요. (중략) 거기서 이제 집수리에 자리가 나서 거기
들어가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또한 자활사업단이 일단 정해지면 서둘러 일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보자면 자활능력 개발 이전에 자활의욕 고취단계를 두고 있
는 자활의 추진체계는 현실과는 간극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러나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서둘러 진행되는 사업단 근로 참여는 자활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한시적 일자리를 경험하는 것에 있지 않고, 실질적
자활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고 할 때(백학영‧ 조성은, 2012), 적절한 접근
이라 볼 수 없다. 실질적인 자활이 되기 위한 지원체계로서의 자활사업
참여 과정은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통해 계획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활의 과정이 ‘단선
적 발전경로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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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런 단계별 발전전략은 또 다른 측면에서 자활이 한 번에 도약하여
결과를 가져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시간의 요소가 필요한 개념(김인숙,
2008)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디딤돌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는 사회
적응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실무자의 인식
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무자 : 개인차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사실은 전체적으
로 모두가 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게 필요하신 분이 있고 안
필요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지침상에 나와 있는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
함은 그거를 시행하는 데가 경기도에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게 위탁받아
서 하는 데가,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확대해석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런데 자활센터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대부
분 오시는 분들이 중단, 그러니까 직업과 중단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
요. 그러니까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 근무시간을 지키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
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거를 내가 훈련하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적응이거든요.
그런 것부터. 그리고 몸이 안 좋으셨던 분은 그 컨디션 조절하는 것부터. 그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개개인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자신이 보기에 실현 가능한 수준, 그
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구조에 맞춰 자신의 선호를 조절하게 된다
(Fredman, 2008). 선택이 항상 ‘자발적’일 수만 없는 것은 이런 전제가 작
용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책적 접근은 이런 요인들을 고려, 보다 폭넓
은 선택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선택이 효과적
으로 행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
다. 특히 빈곤층의 경우 빈곤층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그들로 하여
금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어렵게 하고, 미래지향의 능동적 변
화 노력을 주저하게 한다(이현주, 2012)는 점에서, 이와 관련해 선택 역시
도 제한적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지, 결정에 의해 사업
참여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경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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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이 커져 효과성 또한 담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 의존, 안주를 낳게 하는 사업단에서의 경험과 그 원인
‘의존’의 문제는 자활사업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빠
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이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안주’는 자
활사업의 성과부진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논의된다. 이러한 시각
은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언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자활의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되는 자활공동체 창업 참여자는 타인
의 경우를 들어 자활사업에서의 의존성 문제를 지적하는 모습을 보인다.
참여자 F : 어찌 보면 여기서 길러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잠시 그냥 징검다리
식으로 머물렀다 가는 수준밖에는 거의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공동체로 나와서
의지를 가지고 성공을 하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
만, 어떻게 보면 적은 거죠. 자활에 투입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죠.
참여자 F :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같이 공동체로 나온 사람도 있는 반
면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자활에 잠깐 머물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안주하다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편안하
게 쉬었다 간다는 의미? 그러다 보면 나이 먹고, 갈 데 없고. 뚜렷이 뭔가 지원
정책이 더 이렇게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자립할 수 있는 그게 좀. 자활이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실히 뚜렷하게 뭔가 더 있었으
면 좋겠어요.

그러나 참여자들의 이런 의존성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들의 평가, 특히
일반적 인식에 바탕한 평가와 비교할 때, 그 원인을 개인의 도덕성 문제
에서 찾기보다는 제도 자체에서 비롯된 것에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을 보
인다. 타인의 경우를 빗대어 표현한다고 해도 자신의 상황, 문제와 완전
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자 F : 실질적으로는 탈수급이,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 게 사실 자활의
저기인데, 탈수급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제일 목표적인 건데 그게 제일 어
려워요. 제도적으로 묶인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자활에 들어왔으
면 자활에서 일을 하잖아요, 사업단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면은 다른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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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못해요. 수익이 있는 일은 못해요.
참여자 F : 제가 만약에 저기 들어오면은 자활에서 주는 그 일당, 최저임금
이죠, 그 일당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더 해
서 뭘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못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
람들의 생각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까지만 그냥 여기서 잠깐만 머물다 가자.
그러기 위해서 그냥 몸만 편하면 되지. 내가 하면 뭘 해. 어차피 여기서 내가
일해 봐야. 이런 식의 생각이 많으니까 탈수급이 어려운 거죠.
참여자 H : (기관이)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보이는 것만 사람들한
테…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시간만 흐르는 거잖아요. 내가 시간만 보내다가 여
기서 지내자. 또 다른 데 가지, 뭐. 다른 데 자활 가서 몇 년 있고. 왜냐면 자활
생활이 편하니까.

최근 의존과 안주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연구가 있는
데, 이 연구는 의존성 문제가 자립의 가능성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
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런 점에서 자활의 장기 수급문제를 ‘의
존’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봐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백학영․조성은, 2012).
인적자본이 부족하고 자립가능성이 낮은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빈
곤층은 일하지 않을 때 가지게 되는 손실의 정도가 다른 일반의 경우보다
크지 않은데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의존’하고 ‘안주’하는 참여자들의 태도
는 ‘합리적 선택’의 측면을 갖는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 주거, 의료 등의
현물급여가 일괄로 지급되는 현재의 제도적 설계는 불확실한 소득증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안정을 선택하도록 한다고 지적한다. 연구에서 지
적한 이런 내용은 참여자들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것인데, 참여자들의 선
택은 ‘당연한’ 것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자 F : 안정적이잖아요. 일단 일 자체가 아홉 시, 여섯 시, 딱 정해져 있
는 시간이 있고. (중략) 또 그 나이 때 되면 애들 학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활에 나오면 그런 거는 일단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게 되니까 특별히 다
른 일자리가 있어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참여자 H : 솔직히 얘기해서 수급자로서 하면 애들 공부 시켜야 되니까, 다
른 데는 막 가면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자활은 그래도 할 건 하
면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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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H : 공부 때문에 애들 학비 때문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이런
수급이 탈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나라에
서 그거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H : 있죠. 그게 왜냐하면 그런 게 만약 급여에서 조금만 더 수입을 번
다면 그런 지원이 하나도 안 되니까. 당연히 그런 지원이 안 된다면 내가 좀 덜
벌더라도 얘네들을 끝까지 그냥 공부시키자, 교육받게 하자. 이러면서 탈수급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돈을 덜 벌자, 벌 수 있는 능력이 돼도 덜 벌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현행 제도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는, 실효성 있는 자활의지 고취 방법 또한 마련될 필요
가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논의되어온 방안은 자활과정에서 제공되는
교육과 상담에 대한 것으로 특히 참여자들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인적자본 향상과 함께 그 과정에서 자존감 향
상, 성취감 획득이 이뤄져 자활의 핵심적인 동인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제공과 진행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의 욕구, 능력,
주어져 있는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맞는 다양한 프
로그램이 제시되어 참여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참여자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고, 진행시켜 나갈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자립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육과정
인터뷰 당시 참여자들은 모두 자활근로의 참여를 마치고 자활공동체에
진입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평가하기에 자활근로를 통해 제공받은 교
육 및 훈련은 취업, 또는 공동체의 창업과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
결되지는 않는 것이었다. 자활근로의 참여자는 해당 사업 부문의 전문적
인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되지만, 여기에 ‘평가’와 ‘성과’가 연동
됨으로써 교육의 실효보다 ‘면허’나 ‘자격증’과 같은 가시적인 형태의 결
과가 우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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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H : 솔직히 그 이제 그 2년 해 가지고 뭘 나가서 어디 가서 뭘 취직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실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거기서 사업단에서 실상
배워서 어디 취직을 한다고.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니고 현실은 그렇지 않고. 나
가면 그거 갖고서 어디 취직할 데는 없어요.
참여자 F : 보이는 게, 자활 성과에도 자격증이 있는 게 보여지는 거고. 그런
데 그 이후에 대책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뒷받침 자체는 자활에서 쉽게
못 해주는 거죠.
참여자 F : 그리고 교육 같은 것도 좀 한정적이니까. 눈에 보이는 면허, 면허
증, 자격증. (중략) 그러면 그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자활의 평가에서 실적이
되는 거고 하지만 아무 쓸 데가 없거든요, 사실. 자격증만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
는데. 그러니까 다들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활에서 무슨 교육을 해서 자격
증을 몇 개를 따고 뭘 하고 뭘 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은.

자활근로사업은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처럼 저소득층에 한시적인 일자
리와 근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97). 구체적으로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체 창업 등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사업(보
건복지부, 2012: 97)이라는 측면에서, 자활근로는 그 자체로 일종의 교육·
훈련 과정으로서의 성격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이때 제공되
는 교육이 ‘실적’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이후의 자활과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많
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참여자 A : 이론으로 잠시 두 시간 이렇게 두 시간 세 시간 또는 하루 잠깐
교육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론적인 교육과 실
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장 교육이 필요해요. 현장 교육도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배운 걸 우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실 작년에 실습
겸해서 우리가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했을 때 전혀 문제 없이 잘 일을 했었거
든요. 근데 그게 현재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참여자 F :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하든 제빵 자격증을 따든 현장이 중요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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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현장 경험이라는 것, 실무가 중요한 거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참여자 F : 이 사람이 어떤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타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붙어서 뒤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일을 배운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든 뭐든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 일은 다 새벽에 나가잖아요, 거의. 새벽에 나갔다 늦게 저
녁에 들어오는데 멀리까지 갔다가 들어오고 힘들게 일을 하는데 이 사람에 대
한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활을 진짜 나는
꼭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이 힘든 일을 누가 하겠어요. 자활에
서 가만히 놀고 있지.

교육과정이 참여자들의 자립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교육과 훈련의 내용이 유용한 실무적 지식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활공동체에 진입하는 것은 자활사업단 내에서 고용상의 지
위나 수익이 보호되는 가운데 일정한 자활근로를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본격적인 ‘현장’에 들어선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자활사업단을 벗어
난 참여자들이 직업 활동에 적응하는 데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중
심으로 규격화된 교육과정보다는 현장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과 기술이
더 큰 동력이 된다. 그런데 현행 자활사업 전달체계 내에서는 일회적인
실습 프로그램의 제공이나 임의적인 자활공동체 파견 이외에는 자활공동
체 창업 희망자에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일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
적인 교육 및 훈련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 공동체와 자활센터의 공식적 지원 종결과 비공식적 관계의 지속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활공동체를 창업한 후 수년 동안 큰 위기 없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자활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고는 평
가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전달체계 내에서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근
로의 참여를 종료하고 공동체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는 단선적으로
제시되는데, 이러한 자활경로의 마지막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이행한 공
동체 참여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수익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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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F : 안정됐다는 거는 이 공사 일이 꾸준히 이어진다든가, 아니면 그
걸로 인한 수익이 일정해서 그 가져가는 돈이 그만큼 된다든가 그런 거겠죠.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안정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다
고 하기에는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니까.
참여자 G :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걱정이야. 그냥 일단 다들 잘돼서 진짜
수익도 쭉쭉 오르고 그런 게 걱정이지, 운영 쪽은. 수익이 오르다 보면 운영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수익 창출이 걱정이에요.
참여자 H : 우리는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버
는 거에 만족들을 다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
요. 우리는 수입에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공동체가 출범하게 되면 이전까지 자활과정의 전 부분에서 전
면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었던 지역자활센터와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밖에
없다. 공동체는 지역자활센터 보호 밖의 ‘현실’에서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는 요구에 직면하게 되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자활센터와 계속해서
연결을 유지하고자 하면서,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공동체 간 비공식적인
지원 관계가 형성된다.
참여자 F : 자활의 역할은 거기까진 거 같아요. 공동체가 시작이 됐으면 자
활의 역할은 거기까지가 맞는 것 같고 더 이상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참여자 G : 지원은 안 해주지. 이제 우리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
는 받을 수가 없어요.
참여자 H : 왜냐하면 공동체는 일반 사업단에 있는 것하고는 공동체 있는 것
하고 다르잖아요. 현실이니까 공동체는. 돈을 버는 거고 벌어서 하는 거고, 사
업단에 있을 때는 대충 그냥 시간만 하고 월급은 나오고 하니까.
참여자 H : 공동체들도 많고 계속 이렇게 해주면 의지하다 보니까 스스로 너
희들이 이제 일어나라, 그만큼 지원해 줬으면 너희들이 좀 커라.
참여자 G : 이제 그래도 알게 모르게 이제 이렇게. 센터라는 데는 크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여기는 개인으로 치면 거긴 센터잖아. 거길 통해서 일 오더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건 좋죠. 거기 통해서 또, 센터장님이 우리 이런 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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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간 홍보 아닌 홍보도 있고. 우리 공동체 이런 것도 있어. 나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 보면 그쪽으로 일을 통해서 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H : 당연히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소개도 많이 해주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센터와 관계없이 이런 분위기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센터와 관계를 가지고 무슨 뭐 행사 같은 거, 자활 행사 이런 것
은 저희 다 소개도 해주고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데도 나가서 판매도 하기도
하고. 그런 판로가 있으면 연결은 해줘요.

자활운영지침에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해
두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자활센터에서 공동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기
간이나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공
동체의 운영 실적이 지역자활센터와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구조
에서 센터는 공동체에 대한 관리 업무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계속
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는 불명확한 지
위에서라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게 된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지
원 관계는 센터의 운영 인력의 역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나, 지역자활센터는 쉽게 공동체에 대한 지원
을 차단할 수 없는 딜레마를 가진다.
실무자 : 3년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계속 관심 가져 줘야 되고 그분들도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적이 있다라는 그것이 그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거든요.
(중략) 그리고 또 때로는… 때로는이 아니라 이놈의 복지부랑 시나 어디에서
옛날 묵은 공동체들 실적까지 지금도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계속
내 주고 보고를 하고 하려면 얘네들이랑, 이 공동체와 관계를 안 가질래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와의 3년이
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실무자 : 공동체 참여자분들에 대해서 가장 힘든 점은 어쨌든 우리가 그 인
연을 끊을 수 없다는 거. 솔직히 딜레마라면 딜레마인 게 스스로 자립하시고
성공하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희가 같이 조금 지원을 해 드려야
지 당신들도 안심하고 우리도 안심되고. 그게 조금은 딜레마죠. 언제 끊어야
되나. 그리고 과연 끊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적절한 관계로 계속 가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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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지원을 한다는 표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관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 관계는 너무 좋죠. 하지만 뭔가를 지원을 해야 되고 … (중략) …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이제 성공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뗄 수 없다는 관계가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딜레마가
계속 있죠, 제 입장에서는.

바. 공동체에 대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수요
공동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여자가 느끼는 불안정감은 단지 단기적
수입의 문제에 한하지 않았다. 자활근로 참여 시 교육․훈련된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것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참여자 개인이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지
속적인 노력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활사업의 공식
적 지원체계 내에서 공동체의 창업은 곧 자활 성공으로 간주되어 추가적
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전무하다.
참여자 G : 이것도 나이가. 내가 또 나이 먹고 진짜 막 해서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딴 걸로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요즘은 걱정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 후를 위해
서는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이게 장기적인, 진짜 막 비전이고 그건 아니거든요.
나이 먹고 이제 오십 먹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교
육 쪽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교육 쪽이 죽었기 때문에. 풍선 같은 경우는 좀
그게 걱정이야.
참여자 G : 그게 또 좀 여유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해야 되는
데 그게 그래서 걱정만 지금 앞서는 거야, 지금은. 계속 생각은 하는데 뭘 할까,
해야 될까.
참여자 H : 지금도 받고 싶죠. 무슨 교육…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그걸 받고
이렇게 강사를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계속 이거는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지원이 없고 다 내 사비를 해서 해야 되니까. 공동체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도 해주시면 고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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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 저희가 몇 차례 제안을 했어요. 도에서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도 공동
체들도 같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거기는 성공한 거잖아요,
공동체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4절 결 론

본 연구는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현황을 개관하고 자활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체계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안을 마
련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실증분석과 질적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의 함의를 바탕으로 전달체계 개선안을 미시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미시적 전달체계 개선안
첫째, 자활사업 수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활사업 수행체계의 첫 단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 자활지원체계 수립과 대상자 사례관리이다. 자활계획수립과 사례관리
는 사업 수행에 있어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단계가 충실히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형식적인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욕구, 능력, 가
구상황 등을 포함한 면밀한 조사, 검토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자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참여자가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 조정전략이 필요하다. 현행 지침에
도 “상담 시 지역 내 추진 중인 자활사업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보건복지부, 2012: 54)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형식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계획수립 과정 전반에 대
한 재검토를 통해 이 단계를 강조하고 별도의 시간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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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참여자에게 해당 지역의 자활사업단, 자활경로 등 자활사업에 대
한 보다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단계에 대한 별도의 시
간을 배정하고 매뉴얼과 점검지표를 작성하는 등 자활계획수립과정에서
자활사업 대상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사업단에 배치되는 과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권한과 통제력을 재구조화하는 시민참여전략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자활사업대상자들에게 자활계획수립단계에
서 자활사업단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재
자활사업단으로의 배치 과정은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활사업 실
시기관인 지역자활센터에 의뢰를 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에
배치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수요가 고려되거나 참여자
의 특성이 반영되기보다는 지자체에서는 참여자 수 배분의 역할을,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사업단의 수요에 의한 편의적인 대상자 배정 방식이 적
용되고 있을 뿐이다. 자활계획 수립 시 “참여자의 취업 능력과 욕구를 고
려해 적합한 프로그램 실시 기관에 의뢰”(보건복지부, 2012: 54)하도록 되
어 있으나 자활계획수립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
은 것이다. 이러한 자활사업단 배치과정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참여동
기나 참여욕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결국 자활성공의 동인
을 확장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실제 인터뷰 과정에서도 사
업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는 요구들이 있었다.
따라서 자활계획수립 단계와 연동, 참여자의 선택폭을 넓힐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
역 내에 있는 모든 자활지원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가 선택,
방문한 뒤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에서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일률적으로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자활사업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활사업 성과가 높은 지역자
활센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다면, 지역자활센터들 간에
도 보다 적극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동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성공 성과가 높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지역자활센터에 더 많은 참
여자들이 지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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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육지원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자활사업 내에서의 참여
자 교육은 그리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활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보면, 교육지원의 영향력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터뷰 결과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활근로 참여 시 제공되는 교육 및 훈련은 이
후의 자활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실효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자활 기
반의 조성이라는 자활사업의 본래적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
지 않고 자활 성과를 높이는 데 실제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취업 또는 자
활공동체의 창업 및 운영 시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기능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자활사업 전달체계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개선 방안은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이 현장에
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으로서 자활공동체를 활용하는 것이
다. 자활공동체에서의 구체적인 일 경험을 통하여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이후의 직업 활동을 통해 자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직업능력을
스스로 체득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자활근로 참여자를 고용하는 자
활공동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공동
체에서 실무 능력을 훈련한 자활근로 참여자는 자활근로 참여가 종료된
이후 해당 공동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안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자활센터의 수행 사
업 중에서 자활기업(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자활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과 관련된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전략으로서 자활사업 참
여자들의 자활성공을 위해 조직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같이 자활자립 지원 경영지원센터를 자
활사업 수행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이는 중앙자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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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내에 설치할 수도 있고, 광역단위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센터
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일반기업 퇴직자들의 일자리 창출 수단
으로 활용한다면 그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활성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질
적 인터뷰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공동체의 창업이 곧바로 경제적 자립
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활사업의 공식적 지원체계를 벗어
나 독자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의 불안정과 같은 문제
들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
행의 자활운영지침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역자활센터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 기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 자활공동체 창업 이후
의 지원은 상당 부분이 지역자활센터의 재량과 역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공식적 관계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면서 지역
자활센터의 기능에 혼선이 일어나거나 역할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자활공동체 창업 이후의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운
영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인
터뷰 결과에서는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이 절감하는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수요가 주로 교육 부문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게 교육과정을 제공
하더라도 현재의 구조에서는 참여자가 공동체의 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 참
여자에게 추가적인 보수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활사업 참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행적 고용단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대부분
여성인데 이들을 위한 보육지원 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취창업과정에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데, 양육 및 부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활자립의 성과를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접 지역자활센터들이 네트
워크를 형성해 보육시설을 만들고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면, 고용에서 가사로의 이행적 국면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보다 원활
하게 자활사업을 수행할 뿐 아니라, 다시 고용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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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자활센터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는 소수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에서 요
구하는 보다 전문적이고 숙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영지원은 어려운 상
황이다. 예를 들어,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청소관련 자활공동체
를 운영하는 자활공동체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청소업체로 발돋움하고 싶어도 이에 대한 경영컨설팅이나 지역자활
센터에서의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저숙련으
로도 가능한 청소용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지역자
활센터의 종사자들이 모든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가 어
렵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풀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통로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의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이 보다 전문적
이고 세부적인 분야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자활성공으로 이어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실증분석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종사자 교육
이 자활성공으로 이어지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노대명 등(2010:
213)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지역자활센터의 현재 인력으로는 자활사례관
리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 인
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활사업 전달체계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도록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확인했듯이, 지역 고용률은 자활성공률을 높
이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분석 결
과와 같이 일반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이 자활성공에 매우 긍정적이긴 하
지만,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은 일반노동시장이라기
보다는 주로 보호된 노동시장이다. 본 연구의 고용률에 대한 분석결과의
함의는 노동시장 수요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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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보호된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직접 나서 자활사
업 전달체계의 하나로서 보호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도 매우 중요
하다.
현재의 자활사업 전달체계 내에서는 자활공동체가 공공부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
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된 노동시장을 정부
와 지자체가 만들어낼 필요도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 차원에
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고용프로그램처럼 정부가 반드시 일정기간 동
안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든지, 스웨덴
의 쌈할과 같이 시장경쟁력을 갖춘 공기업을 육성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들에게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떠한 전달체계 개선전략보다도 자활자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성 변화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아이템을 발굴
하여 지자체가 직접 공기업을 만들고 여기에서 자활사업 대상자들을 직
접 고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거시적 전달체계 구조개선안
전달체계 구조개선안의 핵심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개
혁에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하나의 제도로 포괄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이 있는 사람에 대해 생계 및 자활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통합 급여시스템으로 인해 근로능력자들의 근로동기 저해라든지,
자활사업에 의존하고 안주하려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인터뷰에 참여했던 참여자 다수, 특히 생계와 양육의 책임을 동
시에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탈수급 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현했
는데, 그 핵심에는 교육급여가 있었다. 현행 통합급여 체계 내에서는 생
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급여 등을 일괄로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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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상황에서는 자활급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이 축소, 배제되는 만큼
지원을 받고 있었던 교육급여, 즉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
에 수급품에 대한 지원이 일체 중단되어, 양육자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오
게 되기 때문이다. 일을 통해 기대되는 소득 증가는 크지 않은 반면, 탈수
급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손실’이 큰 상황에서 자녀양육
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들은 ‘의존’과 ‘안주’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수급에서 탈수급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탈수급 이후에도 차등적으로
교육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
지원에 집중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립자활지원은 자활자
립지원촉진을 위한 별개의 제도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현행 자활사업 전달체계와 관련된 쟁점들 가운데 전달체계와 관
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뉘어 있는 현행
자활사업의 이원체계의 문제이다. 현행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
업(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근로유지형)과 희망리본프
로젝트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데,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통합된 제도를 만든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달체계는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
서는 여러 연구들에서 제안되고 있듯이, 취업취약성에 따라 대상자를 구
분하고 고용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
이다(김혜원, 2012).
취업취약성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김혜원, 2012). 먼저 근로유지
단계에는 근로유지가 필요한 대상자, 다음으로 취창업준비단계는 복지욕
구와 결합된 취업준비가 필요한 대상자, 마지막으로 적극적 취창업단계
는 취업능력은 부족하나 높은 근로의욕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속한다.
현행 근로빈곤층 지원 사업 중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처럼 가장 낮은 수준
의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을 전제로 한 낮은 강도의 교육훈련 및 지원 사업
을 실시하는 것은 근로유지단계에 해당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처럼
가장 높은 수준의 근로능력과 의욕을 전제로 한 최종 단계가 적극적 취창
업단계에 해당된다. 그 외 기존 지원 사업들은 이 두 가지 사업의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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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김혜원, 2012: 10). 이렇게 취업취약성을 세 단계
로 구분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근로유지단계에 속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는 취창업준비단계 및 적극적 취창업단계에 있는 대상자를 전
담하는 것이다.
다만, 각각의 단계에서 복지서비스나 고용서비스가 별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두 부처 사이의 유기적인 기관 간 협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의 원스톱 센터와 같이 하나의 공간 내에 복지와 고용서비
스를 모아 놓고, 제대로 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
다(김혜원, 2012: 12). 물론 자활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사례조정회의를 통
해서 고용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줄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좀더 강도
높은 조정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 외에 새롭게 만들어진 자활자립지원제도에 포괄되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원활히 하
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서 제공하고 있는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좀 더 현실화하고, 참여자들
로 하여금 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미시적
개선전략과 구조적 개혁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전략의 핵심은 현
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를 각각 대상으
로 하는 독립된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생계보장과 사회서비스보장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지원하고, 근로
능력자에 대해서는 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
드는 것이다. 근로능력자의 경우에도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과 근로능
력이 높은 사람을 구분하여 전자는 복지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를 결합
하고 후자는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지를 결합함으로써 고용과 복지의
효율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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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통합적 고용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제1절 복지제도의 유산과 새로운 복지체계

1. 과거 복지제도의 유산
고성장시대의 정부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성장이 주는 일자
리 기회의 증가를 통해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해 왔다. 당시 복지체계의
근간은 근로소득공제, 기업복지, 그리고 비록 보편적 적용범위를 갖진 못
했지만 제한된 범위나마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였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지속가능하게 했던 배경은 절대빈곤이 편만한 상태에서 소득증진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복지욕구의 상당부분을 해소하였던 점, 분배
상태 악화 없이 성장이 이루어졌던 점, 정부가 기업복지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킨 점64), 그리고 1977년 건강보험제도(제도 도입당시
의 명칭은 의료보험제도)로부터 시작하여 1995년 고용보험제도까지 사회

64)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로에 대해 50%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휴업 시에는 70%의 임
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 기업들로 하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가
족수당을 지급하게 한 것,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에게는 1년의 근속에 대해 1
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 등은 지금도 그 유제
가 남아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퇴직금은 실
업수당을 대신하기도 했고 연금을 대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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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보편적 복지체계의 근간을 마련해 왔던 점 등이다
(표 8-1 참조).
<표 8-1> 4대사회보험제도, 최저임금제도, 기초복지제도 발달 과정

고용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
보험

최저임금제도
및 기초복지
제도

○ 1995년 고용보험 ○ 1960년 공무원연 ○ 1977년 건강보험 ○ 1964년 산재보 ○ 1961년 생활보
도입
금 도입
도입
험 도입
호제도 도입
- 실업급여사업: ○ 1962년 군인연금 - 1977년 500인 - 1964년 500인 - 2000년 국민
30인 이상 사 도입
이상 사업장
이상 사업장
기초생활보
업장 적용
○ 1975년 사학연금
적용
적용
장제도 도입
- 고용안정․직 도입
- 1981년 100인 - 1965～73년 ○ 1988년 최저임
업능력개발사 ○ 1988년 국민연금
이상 사업장
16인 이상 사 금제 도입
업 : 70인 이상 도입
적용
업장 적용
- 1988년 제조
사업장 적용
- 1988년 10인 이 - 1988년 5인 이 - 1982년 10인
업 상시근로
○ 1998년 1인 이상
상 사업장 적용
상 사업장 적용
이상 사업장
자 10인 이
사업장 적용
- 1992년 5인 이 - 1988년 농어촌
적용
상 사업장 적
- 실업급여사업:
상 사업장 적용
지역 적용
- 1987년 5인 이
용
10인, 5인, 1인 - 1995년 농어촌 - 1989년 도시지
상 사업장 적 - 1989년 광업
이상 사업장
지역 적용
역 적용
용
ㆍ건설업 10
적용
- 1999년 도시지 ○ 1997년 지역․공 - 2000년 1인 이
인 이상 사
- 고용안정․직
역 적용(전국민 교 통합
상 사업장 적
업장 적용
능사업 : 50인,
연금)
○ 1999년 직장․지
용
- 1990년 전산
5인, 1인 이상 - 2003년 1인 이 역․공교 통합 ○ 1998년 임금채권
업 10인 이
사업장 적용
상 사업장 적용 - 2001년 5인 미 보장제도 도입*
상 사업장 적
○ 2001년 모성보호
만 사업장 편입 - 2000년 1인 이
용
사업 도입
○ 2003년 재정 완
상 사업장 적 - 1999년 전산
○ 2004년 일용근로
전통합
용
업 5인 이상
자 실업급여사업
○ 2008년 장기요양
사업장 적용
적용
보험 도입*
- 2001년 전산
업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 1991년 노령수
당제 도입
- 1998년 경로
연금제 도입
- 2008년 기초
노령연금제
도입
○ 2008년 근로장
려세제 도입
주 : * 장기요양보험제도만을 별도로 고려하여 5대사회보험,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별도로 고려하여 6대사회보험이라는 위상을 부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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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회보장체계의 유산에는 광범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재 우
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양대 안전망으로 하고
소득공제 혜택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로 되어 있
다(그림 8-1 참조). 하지만 공공부조의 포괄범위가 넓지 않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크다. 반면 보완적 복지프로그램들이 공공부조의 수혜자나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중복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현재의 공공부조제도 수급자 규모는 전체 빈곤층의 25～35%에 불과하
고 자활사업 또한 실직수급자 중심으로 약 8만 명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다. 여러 법령이나 부처의 복지프로그램은 최저생계비 이하자에 대해
집중되어 있다. 소득공제 형식으로 주어지는 혜택은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일수록 더 높은 혜택을 누리
는 형태로 되어 있다.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주로 근로능력이 높고 소
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다. 기업연금이나 개인
연금 가입자들은 소득공제의 형식으로 불입금 일부를 돌려받는다. 그 규
모는 법이 정하는 소득공제 상한에 자신의 소득세 한계세율을 곱하는 만
큼이므로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험의 적용범위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으
로써 사회보험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편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
었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크다(표 8-2 참조). 2010년 기준으
로 임금근로자의 28%인 477만 명이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전
부 혹은 일부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3개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지 않
은 임금근로자만 400.6만 명에 이른다. 고용보험만을 따져보면 2012년 3
월 기준으로 적용대상임에도 미가입자 상태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406만
명에 이른다. 이는 적용대상자의 27.7%에 달하는 수치이다. 제도적으로
고용보험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는 963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38.2%에 이른다. 그리고 대부분의 빈곤층은 고용
보험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닌 타 법령에 의해 2010년 기준으로 전체 289개
복지사업 중 개인 혹은 가구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91개 급여지급사
업에 대해 분석한 강신욱 외(2011)에 의하면 91개 복지급여 중 소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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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를 선정기준으로 하는 급여는 24개이며, 해
당사업들의 가구당 예산은 약 1,087만 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 기준이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91개 복지급여 중 90개 급여를 받을 수 있
으며, 해당사업들의 가구당 예산은 약 1,514만 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사
각지대에 있는 노동시장 참여자 규모를 줄이는 일은 현금급여뿐만 아니
라 사회서비스 및 현물급여에 대한 이들의 접근성을 높여 복지의 보편성
정도를 높이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림 8-1] 현행 한국의 사회적 보호체계의 구조

<표 8-2> 사회보험 사각지대
(단위 : 만 명,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가입
951.3(55.8)
369.7(53.1)

미가입
477.0(28.0)
130.6(18.8)

적용제외
276.4(16.2)
195.5(28.1)

전체
1,704.7(100.0)
695.8(100.0)

주 : 1) 임금근로자 미가입자 비중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부 혹은 일부
미가입인 경우의 비율임. 3개 보험에 전부 미가입상태인 근로자는 약 400.6
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23.5%임.
2) 비임금근로자 미가입자 비중은 국민연금 미가입자.
자료 : 통계청(2010. 8),「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이병희 외(2012)로
부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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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지원을 강조하는 복지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는 새로운 성격을 띠고 전개되고 있
다. 그 새로운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시장에 맡기던 상태에서
국가가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도성장기의 정부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근로자는 이렇게 해서 확보한
추가적 소득을 가지고 시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가족 내의
서비스 공급자를 이용해 해결했다(사실 아직도 그 유제가 강하게 남아 있
다). 정부는 재원조달 과정의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대해 개입을 않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었
다. 이러한 기조는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가 강한 개입주의적 역할을 펴
왔지만 이는 규제를 통한 개입이고, 생산은 민간기업과 시장에 맡김으로
써 효율성을 추구해 왔던 경제개발 경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정부는 작은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암묵적 원칙을 복지제도 확대과정에
서도 꾸준히 지향해 왔고, 의식적이든 아니든 이러한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는 어떻게든 업무수행을 하는 긍정적 공무원 문화와 맞물려 공공조
직의 비대화를 막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
는 데에도 기여를 했다. 파킨슨의 법칙(Parkinson, 1957)으로 알려진 ‘업
무는 주어진 시간만큼 늘어나기 마련이다’라는 명제는 국민의 감시가 소
홀하고 지대 있는 일자리가 많은 경제발전 단계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
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였다.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새로운 진화의 길을 가게 된 배경은 세계적 수
준에서 진행된 기술진보와 국제규범의 변화와 소득분배 악화, 한국경제
가 고도성장단계에서 중ㆍ저성장단계로 이행하게 된 점 등과 같은 경제
여건 변화와 함께 정부가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기본 철학이 획기
적으로 변화하게 된 데 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성격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측면은 2000년부터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통
해서 살펴볼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목적은 크게 보아 빈곤층
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지원의 두 가지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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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중 일정한 소득 기준과 자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킨 신청
자에게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근로무능력자
와는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수급자격은 근로의무를 전제로 한
다. 그리하여 근로능력자 중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하나의 사회권으
로 확립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도 소득보장을 제도화하였다.
이처럼 소득분배구조 악화에 대해 정부가 직접 이전지출의 형태로 생계
급여를 지급한 점은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와 다른 점이며, 근저에 놓인 철
학도 과거 복지정책의 배경에 있던 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처럼 근로능
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도 소득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이는 ‘근로연계복지’, ‘일을 통한 복지’ 논의를 촉발
한 배경이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이래 OECD 국가들에서는 복지제도를 개혁하면서 빈곤
계층에게 단순히 현물 내지 현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빈곤한 생활을 면
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취업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welfare to work policy, activation policy)이 점
차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이 근로연계복지정책, 취업을 통한 빈곤탈
출정책, 활성화 정책 혹은 능동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기초생
활보장제도가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제도를 표방하게 되었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OECD 국가들이 전통적 복지제도를 개혁하면서 ‘취업지
원복지’를 강조하는 현상을 한국적으로 소화해낸 개념으로 그 후 대통령
이 바뀌면서 ‘참여복지’, ‘능동적 복지’ 등으로 호칭변화를 겪었으나 취업
지원을 통해 빈곤탈출을 돕는다는 근간 원칙은 동일한 것이었다.
OECD 국가들에서 이처럼 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조하게 된 이
유는 무엇보다 황금기로 일컬어지는 전후 30년간의 고성장기가 끝나고
복지부담이 늘어나며 기존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 점, 근
로능력이 있는 복지 수혜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을 얻을 때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빈곤층이 빈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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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는 것이 가
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점 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빈곤탈출과 빈곤진입은 근로소득의
증감에 의해 규정받는다. 빈곤에 진입한 저소득가구의 68.3%는 근로소득
감소에 기인하고, 빈곤을 탈출한 저소득가구의 74.3%는 근로소득 증가에
의해 이루어진다(그림 8-2 참조). 노대명(2012)에 의하면 빈곤가구 내 근
로가능자가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하는 가구의 51.5%가 빈곤에서 탈
출하고, 비빈곤가구 내 근로가능자가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이동하면
15.2%가 빈곤에 빠진다. 이를 종합해 보면 빈곤탈피를 위한 정책의 초점
이 거시경제 차원의 일자리 기회 확충과 미시적 차원에서 노동시장에 안
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두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2] 저소득가구 내 근로능력자의 취업상태에 따른 빈곤 여부 결정

자료 : 허재준 외(2007)로부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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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취업 경험이 있는 가구원 비중은 저소득 취업자가 속한 가
구가 87.3%로 가장 높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일하는 가구원을 늘리려는
정책이 빈곤위험을 크게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으나(이병희,
2010) 이러한 주장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저소득 취업자가 속한 가구
에서 취업 경험이 있는 가구원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은 저소득 취업자
가구에서 불안정한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시사할지언정
근로가능빈곤가구 가구원의 취업기회 증진 정책의 여지가 작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빈곤층 중 저소득자 비중이 76.9%로서 빈
곤가구에서 고용된 사람들의 상당수는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도 사
실이지만, 저소득자 중 빈곤층 비중은 25.4%라는 사실은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 보충이 빈곤탈출의 주된 경로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매 연말 가구규모별 최
저생계비를 결정하고, ② 각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65)이 최저생계비에 미
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수급
자로 선정하며, ③ 최저생계비와 가구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보충하는 방
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되, ④ 전체 급여에서 의료급여 등 현물급여를 제외
한 나머지 급여를 현금급여로 지급하는데 여기서 현금급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황덕순, 2010).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
65)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가리킨다. 소득평
가액은 가구소득에서 특정지출 공제액과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한 금액을 의미하
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공제액을 제한 금액에 재산 유형별 환산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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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자활급여 등 모두 일곱 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표 8-3 참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최저생계비-현물
급여 및 타법지원액) 미만이면 소득인정액과 현금급여기준의 차이에 상
당하는 금액을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로 지급받는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하되 차액이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통신비, 전기요금 일부와 학교급식비, 주민세, TV 수신료,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지원받는다. 그와 함께 의료비,
교육비 등을 현물급여로 제공받는다. 해산비와 장제비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지급된다.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 및 재
산, 부양의무자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
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황덕순,
2010). 2012년 기준 가구원수별 주요 기준 및 급여는 <표 8-4>에 주어진
바와 같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
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
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사업이
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8-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와 최저생계비 비목
기본급여

부가급여

특별급여

자격요건

모든 가구

욕구가 있는 가구

욕구가 있는 가구

법정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최저생계비
비목
해당 여부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비해당

자료 : 황덕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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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현금급여의 결정

주 : 현물급여 및 타법지원액은 식료품비 중 급식비, 가구집기 가사용품 중 쓰레기
봉투, 교양오락비 중 TV 수신료, 교통통신비 중 기본요금, 비소비지출 중 주민
세,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 등임.
<표 8-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기준 및 급여(2012년)
(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현금급여기준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주거급여액

87,656

149,252

193,079

263,908

280,736

324,563

생계급여액

365,393

622,156

804,853

987,549

1,170,246

1,352,943

자료 : 보건복지부.

2. 수급자 유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에게는 취업 및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활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네 단
계에 걸친 판정과 유형분류를 통해 이루어진다.
– 근로능력자 판정 단계 :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
를 구분하는 단계
– 조건부과 판정 단계 : 근로능력자로 판정된 수급자를 취업자와 조건
부과 제외자 및 조건부수급자로 분류하는 단계
– 조건부수급자의 유형분류 단계 : 조건부수급자 중 지역여건 등에 의
해 조건을 제시하기 힘든 집단은 조건제시유예자로 판정하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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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집단에 대해서는 자활역량평가 과정을 통해 취업대상자와 비취
업대상자로 분류하는 단계
– 자활지원 단계 : 비취업대상자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자활근로와 자활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취업
대상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단계
판정 및 유형분류에 따라 구분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유형별
구성 및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표 8-5>와 같다. 전체 수급자 중 근로무
능력자가 82.0%에 달하며, 근로능력자 26.4만 명 중에서 단지 20.6%에 해
당하는 5.4만 명만이 자활사업 참여자임을 알 수 있다.
<표 8-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유형별 구성 및 자활사업 참여자(2011년)
범주

인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1,469,254

근로능력이 없는 자
[이 중 자활사업 참여희망자]

1,204,917
[5,300]

근로능력이 있는 자

264,337

조건부과 제외자

194,693

가구여건

65,478

근로 및 사업종사

121,080

상시고용 및 자영

23,463

임시일용

97,627

환경적응필요

3,124

기타

5,011

조건제시 유예자

15,143

조건부수급자

48,863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 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희망자
주 : 이 중 볼드체로 표시된 숫자의 합계인 83,710명이 자활사업참여자.
자료 : 보건복지부.

5,638
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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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대상자가 선정되면 대상자의 욕구와 능력에 맞추어 자활프로그램
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은 읍․면․동사무소 및 자활후견기
관과 연계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의 자활사업은 고용센터와 연계되어 추
진되고 있으며, 자활사업 유형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선정방법, 실시기관
은 <표 8-6>과 같다.
<표 8-6> 자활사업 유형별 대상자 선정방법과 실시기관

선정방법
주무
부처

자활사업

자활공동체 사업

자활
근로
보건
복지
부

기준

자활역
량평가
점수

실시기관

- 자활공동체사업 참여욕구
지역자활센터,
가 높은 자
70점+
민간위탁기관
- 기술습득정도,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참여가 가능한 자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
지역자활센터
시장진입형
구가 높은 자
등의 민간위탁
인턴형
51～69점
-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경
기관, 시․군․
사회적일자리형
험이 있는 자
구등

근로유지형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참
여가 가능한 자
시․군․구
41～50점
-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상
등
관내사업만 가능한 자

디딤돌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 알코올의존 및 우울증 등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등 정신보건시
경우
점수와
설, 사회복지관,
- 근로의지가 현저히 낮은 무관
대학연구소, 지
경우
역자활센터 등
- 상습적인 조건불이행자

생업자금융자

신청서심
- 공동체 및 개인창업을 희
시․군․구
사및
망하는 자
등
평가

취업알선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고용지원센터,
직업훈련(창업훈련)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70점+
직업훈련기관
고용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가능한 자
노동
- 근로의욕 고취 및 직업적
고용지원센터,
부
직업적응훈련
응훈련이 필요한 수급자
직업적응훈련
및 차상위 계층
기관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 2010년도 자활사업안내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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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유형분류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결의 전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조건부수급자의 유형분류단계에서는
고용전문가와 복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에서 자활대상자의
상황을 평가하고 자활에 적합한 지원경로를 설계ㆍ제공한다. 이 중 지역
자활센터로 간 근로역량강화대상자는 개인별 자립계획(ISP)을 수립하고
그 내용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혹은 희망리본사업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본장의 목적과 관련해서 이 그림에서 유념해서 보아야 할 점은 기초생활
보장급여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내용에 따라 <표 8-4>와 같이 나누
어 볼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생계보장복지와 취업지원복지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8-4]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유형분류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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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면서도 최저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최저생활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격이 단순히 가구소득만에 의해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
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
의 약 50%, 빈곤가구의 25～35%만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혜한다. 나
머지는 부양의무자에 의해서나 재산을 줄여 생계를 유지한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률(자활성공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그림 8-5 참조).66) 취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위험에 노출되고,
보충급여의 원리상 탈수급을 하는 경우 각종 지원이 중단되는 ‘급여절벽’
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되
었다. 그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자활사업이나 근
로소득공제 등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들의 빈곤탈출 촉진효과가
낮은 점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가 빈곤탈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및 현물급여 수급
자격을 차상위층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단순히 이처럼 생계보장복지의 강화 내지 유인구조의 개편만이
개선을 요하는 점이었던 것은 아니다. 상기의 문제점 지적은 주로 생계지
원복지에 해당하는 측면에만 주목하여 그 유인구조를 문제삼고 있을 뿐
취업지원복지의 측면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취업지원서비스의
66) 탈수급률이 낮다는 사실이 자활사업에 성과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활사업에는 탈수급 외에도, 참여수급자 및 차상위층의 근로 의지와 탈수급 의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참여자의 직업능력개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그 긍정적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황덕순, 2010).
그리고 비록 탈수급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미취업 수급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소
정의 탈수급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중
에는 취업 및 탈수급을 기대하기 힘든 사람이 많으므로 일반적 구직자의 취업성
공률과 같은 수준의 탈수급률을 기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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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자활성공률
(단위 : %)

자료 : 보건복지부.

측면에서도 개선해야 할 점이 존재했고, 사실 그 지점에 통합적 고용-복
지연계 서비스에 대한 방향 모색의 실마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3절 근로가능빈곤층 지원
1. 근로가능빈곤층 현황
노동시장 참여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은
일반적으로 ① 장기실직상태에 있거나, ② 취업실업을 반복하거나 ③ 취업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저임금근로 상태에 있는 빈곤층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실업자는 매우 미미한 반면 빈곤층의 노동시
장 참여 형태가 반복적 실업을 경험하고 있고(이병희, 2000), 저임금근로
자 비중이 25%에 이른다는 사실로 인해 ②와 ③ 범주의 근로빈곤층 문제
가 주된 주목을 받아 왔다. 또한 취업 여부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빈곤
으로의 추락을 결정하는 지배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빈곤탈피를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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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근로가능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

취업자
미취업자

빈곤층

비빈곤층

전체

임금근로자

23.9

55.5

53.4

비임금근로자

20.2

17.6

17.8

실업자

10.4

3.4

3.8

비경제활동인구

45.6

23.6

25.0

전체

100.0

100.0

100.0

주 : 경상소득 기준.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
[그림 8-6] 빈곤가구의 가구원 수, 근로능력자, 취업자 상대비중

자료 : 노대명(2012).

책의 초점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고용서비스여야 한다
는 점이 강조되었다(허재준 외, 2007). 사실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2008년
고용부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실시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노동시장 참여자를 넘어서서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빈곤층의 규
모를 살펴보면 비경제활동 빈곤층을 포함하는 근로가능빈곤층 혹은 근로
능력빈곤층(workable poor)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로가능빈곤층 중에
는 실업상태의 빈곤층보다 비경제활동빈곤층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이
다(표 8-7 참조). 근로가능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취
업빈곤층이 44.0%인 반면 실업빈곤층이 10.4%, 비경제활동빈곤층이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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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미취업빈곤층이 56.0%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로가능자가 1인 이상 있는 근로가능빈곤가구의 가구원 수 대비
근로능력자 비중은 50.6%로서 근로가능비빈곤가구의 57.2%보다 낮다. 그
러나 근로가능빈곤가구의 근로능력자 대비 취업자 비중은 54.0%로서 근
로가능비빈곤가구의 77.6%보다 월등히 낮다(그림 8-6 참조). 이는 실제
로 근로가능빈곤가구에서 일하는 가구원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2.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고용노동부는 2007년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수행한 근로빈곤층에 관
한 연구를 기초로 2008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
원법’을 추진하였다. 비록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2009년부터 저소득층
등 취업애로계층 약 1만 명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취업성
공 패키지사업’으로 명명된 이 예산사업은 실업급여제도가 관대하지 않
고 실업부조제도와 같은 유제가 존재하지 않은 한국 상황에 맞는 능동화
정책(activation policy)을 구현한 것이다. 그 내용은 최저생계비 150% 이
하 저소득층 등 취업애로계층에게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
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그림 8-7 참조).
초기 설계 시 참여자들이 저소득ㆍ빈곤층이므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
여기간 동안 적절한 수준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시
행 당시 출범한 새정부는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시
행하고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이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후 취
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보조를 위해 20만 원의 취업활동수
당을 지급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고 2012년에는 31.6만 원을 지급하고 있
다.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
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참여자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함으로써 일을 통
한 빈곤탈출 지원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어 그 후 규모가
확대되었다(표 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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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취지와 성과에 고무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안
전망 필요성이 대두되자, 2012년부터는 ‘청장년층 내일희망찾기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사업은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과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
로 한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 조건부 소득지원제도인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림 8-8 참조).
[그림 8-7]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그림 8-8] 청장년층 내일희망찾기사업

<표 8-8>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 및 취업성공률
(단위 : 명, %)
2009

2010

2011

참여자 수

9,831

25,132

63,728

취업성공률

54.1

60.4

65.2

자료 :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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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가능빈곤층 지원제도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경험과 기
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에 대한 고찰에 바탕하여, 그간 근로가능빈곤층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제안이 이루어졌다.
- 제1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보장복지를 강화(김미곤, 2005 등)
- 제2안 : 근로유인이 생기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보장복지 내용
을 수정(노대명, 2012; 홍경준, 2012)
- 제3안 : 취업지원복지를 확대 개편하여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능동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생계보호와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이병
희 외, 2009; 이병희, 2012)
이들 제안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안은 차상위 계층에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를 개별급여로 지급하는 방
식으로 급여대상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축소하자는 방안이다. 기존 기
초생보수급자 중에서 근로가능자를 분리하지 않고 기존 제도형식을 유지
하는 것을 지향한다. 근로능력유무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최저생활
을 보장하는 것은 지향해야 할 사회권 개념으로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러므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을 유지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안
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축소를 겨냥하되 차상위를 위한 급여가
급여 절벽(탈수급 시 현물급여를 상실하여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할 뿐 탈수급 유인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
않고 빈곤추락 예방장치에 대한 명시적 배려도 부족하다. 고용서비스 위
주로는 결코 빈곤층을 위한 서비스를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근로가능
자를 분리하는 것은 보호수준을 저하하고 보호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접
근법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자활사업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고 독립적
으로 접근하므로 이 제안은 자활사업을 개선 유지하자는 정도의 시사점
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2안은 기초생보수급자 중 근로가능자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는 새
로운 빈곤층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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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사각지대를 축소하자는 제안이다. 그리하여 기존 기초생활보
장급여 수급자에서 근로가능자를 분리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탈수급유
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결국 사각지대 축소에 초점
이 있다. 그러면서 다른 안들에 대해서는 탈수급 유인장치가 부족하고 빈
곤층 보호 수준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다. 제1안과 마찬가지
로 자활사업에 대해 명시적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활사업
을 개선 유지하자는 정도의 시사점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3안은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능동화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생계보호
와 함께 취업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취업지원복지를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이 제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수급
자 중 근로능력자를 확충된 능동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자는 입장을 갖
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축소보다 참여자의 적
극적 직업능력 개발 및 구직 의무, 정부의 부조성 급여지급을 상호 교환
하는 상호의무제형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축소안이다. 빈곤에 진입한
빈곤층을 보조하는 데에서 나아가 빈곤 추락을 예방하는 능동화 프로그
램의 확충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고용서비스 참여기간 동안 적절한 생계
비를 지원하면 빈곤탈출을 위한 고용서비스(‘능동화 조치’)가 탈수급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한다.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을 유보하거나 근
로능력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고용부의 고용서비스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세 가지 제안은 상호 보완되는 측면도 있지만 상충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자 최저생활을 (항구적으로)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명시적 의견 개진을 하지 않고 있다. 그와 함
께 자활사업을 어떻게 고용서비스와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처
럼 조건부수급자 유형을 분류하는 사례조정회의에 고용서비스 전문요원
이 참여하는 정도의 의견에 머물고 있다. 자활을 지원하는 단계에서 고
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계점에 관해서는 명시적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유인을 통해서든 반강제를 통해서든 근로유인을 일방적으로 강화한다
는 데에서 나아가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

306

고용-복지 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는 통합적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달체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
해서는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계방식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위 세 가지 제안에서 상충되는 바를 명확히
식별하여 방향설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적인 부분은 받아들여 근로가능빈
곤층에 대한 접근법을 마련하는 한편,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
하여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전달체계에 대한 고려를 하는 연장에
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먼저 제3안처럼 사후적 빈곤탈피 보조보다 빈곤추락 예방 개념에 입
각한 미취업빈곤층 및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능동화 프로그램을 확
충하여 생계보호와 함께 취업지원을 하되, 근로가능빈곤층에 대한
기존 접근법의 변화를 통해 취업지원복지를 강화하고 확대한다.
- 기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근로가능자는 분리해 능동화 프로
그램에 포섭하되 권리화ㆍ경직화할 수 있는 부조제도로 도입하기보
다는 현행처럼 프로그램 형태로 유지한다. 다만 훈련기간에 실질적
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활동수당을 인상하고, 1차 능동화 프로
그램 참여기간에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미취업빈곤
층에게는 추가적으로 6개월 내지 1년의 추가적 능동화 프로그램 참
여기회를 부여한다.
- 빈곤탈피를 위한 적극적 프로그램 전달체계의 목표 및 확립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적 고용-복지 전달체계 청사진의 기초를 마련하
고, 기존 고용 및 복지 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한다. 이 과정에서 기
존에 노하우를 축적해온 자활센터 등은 고용서비스 전달자의 하나로
활용한다.
<표 8-9>는 기존의 세 가지 안과 새로운 대안을 대비해 정리한 표이
다. 이때 새로운 대안이 시사하는 근로무능력빈곤층과 근로가능빈곤층
정책기조는 다음과 같다. 기초생보제도에서 근로가능자를 분리함으로써
절약하는 재원을 근로무능력빈곤(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의 보호수준을
상향하는 데 쓰고 일부 부양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호수준 및 범위를

제8장 통합적 고용-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307

<표 8-9> 빈곤층 보호제도 개편 논의와 개편안 비교
제도
개선안

내용

특징

착안점(목표)

차상위계층에 의
료ㆍ주거ㆍ교육 기존 기초생보수급
개별급여를 지급 자 중 근로가능자 분
하는 방식으로 급 리 없이 기존방식
여대상 확대를 통 유지(근로능력유무 기초생활보장제도사
해 사각지대 축소 여부와 상관없이 최 각지대 축소
[근로능력유무여 저생활을 유지해야
기초생 부와 상관없이 생 한다는 철학을 포기
활보장 계보장복지의 강 하면 안됨)
제도 개 화]
선

기초생보 수급자
중 근로가능자의
탈수급유인강화,
탈수급유인을 강
화하는 새로운 빈 기존수급자 중 근로 사회안전망의 근로
빈곤층 사각지대 축
곤층 보호제도 도 가능자를 분리
소
입[근로유인이 생
기도록 생계보장
복지내용 수정]

미비점(한계)

자활사업
타안에 대한 의견 에 대한
시사점

차상위를 위한 급
여가 급여 절벽(탈
고용서비스로는 결
수급 시 현물급여를
코 빈곤층을 위한
상실하여 실질소득
서비스 잘 할 수 없
이 줄어드는 현상)
음; 근로가능자 분 개선유지
을 해소할 것이라고
리는 보호수준저하
생각할 뿐 탈수급효
및 범위 축소를 위
과 고려 부족; 빈곤
한 접근법
추락예방장치 배려
부족

탈수급유인강화를
탈수급 유인장치 부
위한 방안이 명확하
족; 빈곤층 보호수 개선유지
지 않아 결국 사각
준 저하
지대 축소에 초점

구직부 저소득 구직자를
빈곤탈출 위한 고
조 도입 위한 능동화 프로
용서비스(활성화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안전망 사각지
[한국형 그램을 확충하여
치)가 탈수급으로 이
판단유보
기존 기준 유지(개 대 축소, 빈곤추락
실업부 생계보호와 함께
어지리라고 생각; 빈
편판단유보)
예방
조 도 취업지원[취업지
곤탈피책이 고용서
입]
원복지 확대]
비스 위주

판단유보;
고용서비
스로 통합

탈수급유인강화,
근로가
저소득 구직자를
사회안전망 사각지
능빈곤
위한 능동화 프로
대 축소(기초생보사
탈수급 유인 고려부
층대상
그램을 확충하여
각지대보다 전체 사
기존기초생보수급자
적극적 프로그램 수 족, 재정수요 고려
능동화
생계보호와 함께
회안전망 사각지대
중 근로가능자 분
행[전달]체계 청사진 불충분; 판단유보영
프로그
취업지원 [패러다
겨냥), 빈곤탈피 위
리해 포섭
구체안 제시 필요 역이 존재해 논의진
램내실
임 변화를 통해
한 적극적 프로그램
전 부족
화및서
취업지원복지 강
전달체계의 목표 및
비스연
화 및 확대]
확립 방향 제시, 빈
계
곤추락 예방

고용서비스
전달자의
하나로 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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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0> 새로운 대안이 시사하는 근로무능력빈곤층과 근로가능빈곤층 정책기조
근로무능력빈곤층

근로가능빈곤층
(기존 수급자)

자활사업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되 그 때
기존의 기초생보급여수
기존안
까지는 근로가능 수급
준 유지
자의 탈출기피현상 방
관
기초생보제도에서 근로가
능자를 분리함으로써 절
약하는 재원을 무능력자
신규안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
보호수준 상향, 부양자 기
준 완화에 돌려 보호수준
및 범위 확대

적극적 프로그램 참
여에 적극적이지 않
으면 일정기간 후 일
부 현물급여만 지급
받는 수준으로 현재
보다 보호수준 저하
가능

근로가능빈곤층
(기존 사각지대)
적극적 프로그램 참여자에 구직부
조 및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서비
스 위주의 지원은 빈곤층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빈곤층에 대해서
는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
대상 확대가 실질적이고 유일한
사각지대 축소책
적극적 프로그램 참여자에 생계비
를 고려한 취업활동수당 및 고용
서비스 제공; 복지수요판단 기회
제공하고 현물급여 수급기회 부여
하고, 고용-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초점을 여기에 두어 진행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한 근로가능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일정기간 후 일부 현물급여만 지급받는 수준
으로 현재보다 보호수준 저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반면, 적극
적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구직부조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요
를 진단받을 기회를 제공하며 현물급여 수급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
리고 고용-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초점을 여기에 두어 진행하는 것이다.
<표 8-10>은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4. 취업성공패키지 및 유사사업과 자활사업의 개선 방향
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개선 방향
<표 8-9>, <표 8-10>과 같이 빈곤탈피를 위한 적극적 프로그램 전달
체계의 목표 및 확립 방향을 설정한다면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청장년층내일희망찾
기 사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취업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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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및 청장년층내일희망찾기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고용보험제도 내에는 구직자 직업훈련지원제도와 취약계층 고용
촉진 지원제도가 존재한다. 당연히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고용보험기금에
서 재원이 조달된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청장년내일희망찾기사업은 일
반회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과 기타 다양한 실업
자 지원제도를 (가칭)‘맞춤형내일찾기’ 사업으로 흡수․통합하여 구직자
에게 취업 성공으로 이르는 희망 사다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
원별, 부처별, 프로그램별, 대상자별로 유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예
산 사용의 경직성 때문인데 각 프로그램별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상담능
력을 갖춘 전문가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을 위해 외부활동을 하고 전문
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상담사가 상담에 임하는 역설을 낳고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
게 한 후 이들의 직업능력(가능성과 잠재력)을 진단하여, 취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구직자에게는 구직급여와 기본적 취업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하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구직자에게는 맞
춤형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할 때까지 전담 상담사를
배정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취약한 구직자는 다양한 취업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취업알
선 서비스만으로는 취업에 성공하기 어렵다. 또한 취업을 하더라도 이내
실업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복합적인 취업 장애요인을 가진 사
람을 식별하고, 장애요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한 후 개별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취업 과정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맡은 업무에 적응하
는 데 도움이 되는 직장적응 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직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의 상향 이동을 지원
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좀 더 나은 일자리로 이
동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심층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보육서
비스, 간병서비스, 생계비 지원 혹은 대부,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종합적
으로 제공하는 취업자 대상의 (가칭)‘맞춤형내일찾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내실화와 함께 취업활동수당의 변화를 모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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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취업활동수당이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으로의 연결’을 지향하는 희망
사다리 급여라는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서비스 요원 증대를 포함한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
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청장년층
대상 ‘내일희망찾기사업’ 도입 초년도인 2012년부터 목표가 15만 명으로
정해졌는데 이것만으로도 고용서비스 인프라가 수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고용서비스가 민간 위탁이 가능한 것이 아
니라 공공고용서비스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로서의 상담인력 확충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 실업인정과정이 존재한다. 그러
나 선진국들은 재취업 활동계획서 도입, 수요자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등 행정적 절차인 실업인정과정을 개선하고 혁신하며 실질적 취업지원으
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990년대의 복지제도 개혁과정
에서 유럽 국가들은 실업인정과정을 단순 구직활동증명과정에서 심층면
담을 통해 적극적 취업지원을 하는 형태로 변화시켰다.
실업인정과정은 실업급여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
로서 실직자가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는지(work test), 적극적으로 노
동시장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search
test)이다. 그 과정에서 행한 상담과 얻은 정보를 기초로 실질적 취업지원
으로 연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실업인정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실업급여수급자가 구직활동
증명과정을 통과하고 있어 실질적 구직활동 촉진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
판이 지속되어 왔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급여수급신청자는 폭증했으나
고용센터의 상담사는 그에 맞추어 늘어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구직활동
증명과정은 기계적ㆍ형식적ㆍ강제적인 절차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실업
인정 창구직원 1인이 하루 평균 50건 이상의 실업인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실업급여수급자 1인당 상담시간은 불과 3～5분에 불과했고 단순히
재취업 또는 구직활동 여부만 확인하는 차원에 머물렀다. 50여 명의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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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정 업무를 마치고 나면 실질적 상담을 할 시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로감 때문에도 정신적 여력도 없었다. 기계적ㆍ형식적ㆍ강제적 실업인
정과정은 실업급여수급자에게 형식적인 구직활동과 보고를 유도하여 실
업급여 지급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실업급여수급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실업인정을 취업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아
예 생각지 않고 자존심에 상처 입어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실업인정업무의 본령인 것처럼 간주하기도 하였다.
고용부는 2009년 7월부터 실업인정주기의 탄력적 운영, 교육프로그램
참여의 실업인정 간주, 개인별 재취업 활동계획서(Individual Action Plan :
IAP) 도입 등을 통해 실업인정과정을 행정과정에서 취업지원과정으로 전
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재취업 활동 계획서(Individual Action
Plan : IAP)’ 작성은 1인당 상담시간을 증대시키고 실업급여수급자의 만
족도를 높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상담인력을 추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입된 제도 개편은 상담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고 지속가
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007년에는 직업상담사 증원이 이루어
졌지만 여전히 고용서비스요원의 절대수는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67)
이에 고용부는 실업급여수급자가 ‘재취업활동 계획(IAP)’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경우,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는 시스템으로
개편하였다.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실업인정 담당자는
12주까지는 4주 단위로 IAP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하고, IAP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기간 실업을 인정하지 않고 IAP
변경을 요구하였다. 실업급여수급자가 실업자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실업인정 담당자는 훈련기간(IAP 기간)동안 매월 훈련내용을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하고, 훈련에서 중도 탈락하면 IAP 변경을 요구하고, IAP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과 같이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실업인정을
하였다. 심층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심층상담 전담자는 실업급
여수급자가 진로지도에 따르면 별도 구직활동 없이 실업인정을 허용하였
67) 그와 함께 민간계약직 신분이었던 직업상담사들을 연차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현재에도 전국 81개 고용센터에 약 4,800명의 직원이
있지만 10% 남짓한 500명 정도만이 실업인정과 상담에 종사하는 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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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AP 수립과 재취업지원프로그램에 의한 실업인정은 IAP를 수립한 구
직자가 4주 단위로 집단상담프로그램 1개 이상 또는 단기 집단상담프로
그램, 단기 취업특강, 구직지원프로그램 중 2개 이상에 참여해야만 가능
하도록 하였다.
2011년 3월부터는 모든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을 실시하고 센
터를 방문한 모든 신청자에 대해 취업상담 담당자가 초기 대면상담을 반
드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실업인정일’이라는 명칭도 ‘취업상담
일’로 변경하였다. 실업인정은 가급적 인터넷 실업인정방식을 활용하게
하되 반복수급자, 구직능력․의욕 부족자 등은 센터에 출석하여 취업상
담을 거치고 훈련 등 필요한 취업서비스를 집중 제공받도록 하였다. 취업
알선은 취업상담을 전제로 실시하고 유선에 의한 취업알선은 폐지하였다.
취업상담을 내실화하기 위해 취업상담 예약제를 운용하고 상담원 1인당
실업인정건수가 많은 경우 예약자 중 실업인정을 할 실업급여수급자와
집중취업상담이 필요한 실업급여수급자로 구분하여 적정인원을 배분하
고 하루 40건 이하가 되도록 유도하였다. 1인당 실업인정건수가 30명 내
외인 고용센터는 2인 1조의 창구에서 수급자격․실업인정․취업알선을
통합 지원하도록 하였다.68)
그와 함께 장기 수급 예상자에 대한 취업촉진조치를 강화하였다. 실업
급여 수급자 중 70%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업한다는 점에 착안
하여 수급기간이 9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수급자의 구직활동 및 센터방
68) 이러한 개혁은 서울고용센터의 시범적 운영을 거친 후 이루어졌다. 서울고용센터
는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단순 실업인정 업무’를 ‘취업상담’으
로 전환하여 취업지원과를 중심축으로 개편하였다. 3개의 개별 과에서 담당하던
수급자격인정(기업지원과 고용보험팀), 수급자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심층상담
(취업지원2과), 취업알선 및 상설채용(취업지원1과)을 취업희망드림팀으로 업무
를 통합하고, 취업상담을 강화하였다. 그와 함께 주기적으로 팀내 취업매니저와
파트너의 실적을 관리함으로써 성과관리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상담사의 업무량
(caseload) 감소는 자연스레 ‘업무강도 약화 → 상담시간 확대 →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 수급자 만족도 향상’을 낳았다. 담당자 1인당 상담자 수가 감소하고 상담
시간 증가, 수급자의 만족도 향상,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률 증가로 이어지면서
급여소진율이 감소했다. 서울고용센터의 사례는 상담사의 투입 확대 및 업무 로
드의 감소는 재취업률의 증가, 급여 소진율의 감소를 낳아 형식적인 실업인정이
아닌 실질적인 취업상담의 확대가 성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혜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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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횟수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였다. 수급기간이 4개월 이상 지난 반복
수급자는 핵심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방식
을 변경하였다. 이들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IAP상의 재취업 활동을 수
행했는지 확인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
록 하였다.
현재 수급자는 유형분류 내실화를 통해 유형별로 재취업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초기 대면상담을 통해 작성한 구직등록표와 IAP 내용을 검
토한 후 수급자 특성(구직등록 정보, 구직맞춤정보, 반복수급횟수, 임금수
준 등)에 따라 수급자 유형을 1차 잠정 분류하고, 취업상담 담당자는 1차
취업상담일에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 및 상담결과 등을 토대
로 유형을 확정한다. 수급자 유형은 A․B․C로 나뉘는데 그에 따라 취
업알선, 직업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동행면접 등 적합한 취업지원서비
스를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제공한다(그림 8-9 참조). A유형은 센터에 출
석하도록 하여 밀착지원을 하고, B유형은 센터에 출석하되 선택적 지원
을 제공하며, C유형에게는 자율적 직장탐색을 보조하고 있다.
[그림 8-9] 수급자 유형별 재취업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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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업인정과정의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고용서비스 인프
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고용센터의 취업상담원의
수가 부족하여 실질적 취업상담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다. 2011년에 매
월 약 35만 명의 실업급여수급자가 실업인정을 받았다. 당시 상담요원은
300명 수준에 불과했다. 상담요원 1인이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58건 이상의 실업인정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모두를
대면해야 한다면 아무런 틈새시간 없이 대면에 5분을 할애한다고 해도 5
시간이 필요한 업무량이다. 그런데 이들 실업급여수급자 중 21.1%인 12.3
명은 신규수급자였다. 신규수급자 1인당 15분 나머지 46.1명의 실업인정
자에 5분씩 할애했다면 틈새시간 없이 대면에만 6.9시간이 소요되었을 것
이다.
2009년 재취업활동계획서(IAP) 도입 당시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은 1
인당 상담시간을 60분 수준으로 증가시켰다.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동시에
여러 사람이 작성하게 하지 않고는 IAP를 작성할 수 없었을 것임을 알
수 있고 실업인정과 IAP 작성과 상담을 함께 소화해 내는 것은 불가능했
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8-11> 상담원 업무량 결정요인과 업무량
업무량 결정요인(명)

가정

집중지원
월평균 연간신규
대상자
실업급여 구직급여 상담원수 평균
수급자(명) 수급자(명)
실업인정
주기(주)
350,446

886,853

500

선택적지
원대상자
평균
실업인정
주기(주)

2

4

상담원
집중 지원
신규수급
1인당
대상자 선택적 지원
자 1인당
월평균근
1인당 대상자 1인당
상담시간
무일수
상담시간 상담시간(분)
(분)
(일)
(분)
20

상담원 1인당 1일 평균 상담자(명)

15

50

25

상담원 1인당 1일 평균 업무량(시간)

신규구
집중지 선택적 인터넷
실업급
집중지 선택적 인터넷 신규구직
직급여
원대상 지원대 실업
여수급
원대상 지원대 실업인정 급여수급
수급자
자
상자 인정자
자수
자 수 상자 수 자 수 자 상담
수
상담
상담 실업인정
39.1

7.4

8.2

5.5

18.0

1.8

6.9

2.3

0.0

전체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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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11년의 연간 신규수급자수(886,853명)와 월평균 실업급여수급
자수(350,446명), 현재 500명 수준으로 증가한 직업상담요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매일 500명의 상담원은 매일 7.4명의 신규수급자를 포
함하여 모두 4주마다 실업인정[취업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35명의 실업인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신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27.6명
의 실업급여수급자의 15%인 4.1명은 50분의 상담이 필요한 집중지원대상
이고, 20%인 5.5명은 25분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선택적 지원대상이고 나
머지 65%인 18명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집중지원
대상은 월 2회의 취업상담을 받아야 한다면 상담원의 1일 평균 상담인원
수는 39.1명으로 늘어난다. 이때 상담원 1인이 취업상담에 필요한 시간은
총 11.1시간이 된다(표 8-11 참조). 집중 및 선택적 지원대상 이외의 구직
자가 구직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원의 평균업무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센터 직원의 규모가 외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적다는 사
실은 고용보험이 출범할 당시부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표 8-12>
가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고용센터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나 실
업자 수로 평가해본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수는 상대적으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투자가 적은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보면 실업자 수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보아도 1/1.6～1/1.4 수준이다. 물론 적은 투자로 동일하
거나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이러한 지표 자체가 큰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표 8-11>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순계산을
통해서 보더라도 상담요원의 부족은 자명해 보인다.
서울고용센터의 시범사업은 상담사의 투입 확대 및 업무 로드의 감소
가 재취업률의 증가, 급여 소진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주었다(김혜원,
2012). 상담사 투입의 확대 및 업무 로드의 감소가 형식적인 실업인정이
아닌 내실 있는 취업상담의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이로부터 재취업률 증
가, 급여 소진율 감소가 이루어지면 고용보험 재정 지출이 감소하고 요율
이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생산활동증진을 통해, 성장률 제고효과를 통해
재정에 기여함으로써 상담원 확충 재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원
역량 증진을 통해 구직자 상담이 갖는 생산성 증진 효과가 충분히 클 경
우 상담원 확충 재원이 상당부분 보전되고 경제 내에 증원된 상담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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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일자리 증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재정에 의한 임시
적 일자리 창출보다 고용안정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 견지에서 훨
씬 비용효과적이고 효율적 투자일 것임을 시사한다(그림 8-10 참조).
이러한 가능성은 최근 김용성(2012)의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성(2012)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한
후 고용률과 ALMP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용지원 서비스
<표 8-12>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직원 수
직원
직원
국가고용
외국의
외국의
경제활동 실업자 1인당
1인당
서비스기관
인프라지 인프라지
인구
수
경제활동 실업자
직원 수
수1
수2
(천 명) (천 명)
인구
수
(천 명)
(한국=1.0) (한국=1.0)
(천 명)
(명)
미국(2008)

70

154,287

8,924

2,204

127

2.4

1.4

영국(2008)

80

31,125

1,783

389

22

13.7

7.8

캐나다(2011)

16

18,525

1,484

1,158

93

4.6

1.9

독일(2011)

113

41,684

3,140

369

28

14.4

6.2

일본(2008)

25

65,900

2,650

2,636

106

2.0

1.6

한국(2012)

5

25,420

825

5,330

173

1.0

1.0

자료 : 유길상(2012a)의 외국 PES관련 자료, 고용부의 고용센터 직원 현황을 이용하여
필자 계산.
[그림 8-10] 상담원 확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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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은 고용률에 미치는 단기적인 효과는 확인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고용 장려금과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 고용률의 제고에 기여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직접적 일자
리 창출은 고용률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률의 관계
변수

중․장기 효과
(period average)

GDP 갭

0.070
(0.332)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0.100**
(2.383)
-0.114
(-1.144)

조세격차

단기효과
(year-to-year change)
0.327***
(11.013)
-0.288***
(-10.064)
-0.179***
(-4.438)

노동조합 조직률

0.088***
(2.710)

고용보호의 정도

-3.210***
(-4.140)

-0.225
(-0.578)

0.621***
(3.766)

-0.030
(0.676)

0.454***
(3.727)

0.028
(0.929)

고용지원 서비스
적극적 노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동시장 정
책
고용유인(장려금)
직접적 일자리 창출
상수
표본 수
R2
주 : 1) ( )안은 t통계량.
2) *** p<0.01, ** p<0.05, *p<0.1.
자료 : 김용성(2012).

-0.144***
(-7.433)

-0.072
(-0.605)

0.136***
(4.112)

-0.581***
(-3.911)

0.211***
(5.555)

62.899***
(20.079)

90.578***
(57.097)

81

489

0.54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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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예산

자료 : 기획재정부.
[그림 8-12] 일자리 정책 유형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

주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전체 예산 중 해당 범주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OECD(201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항목별 지출 구성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직접
적 일자리 창출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유형별 예산 구조를 비교해 보
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일자리 예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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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가 직접적 일자리 창출 예산이었다. 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예
산의 41.5%에 해당한다. 외국의 경우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 지출에서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이 높다.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항목별 평균 지출 비중을
보면 직업능력개발 25.8%, 고용서비스 24.2%, 고용보조금 18.2%의 분포
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비중이 66.7%로 압도
적으로 높다. 16.7%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영역을 제외한다면
여타 유형의 사업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김용성(2012)의 실증분석 결과와 함께 상담원 수로 대표되는 고용서비
스 인프라가 취약하고 장기적 고용효과가 부정적인 직접일자리 예산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사실은 직접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분야의 예산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단순한 예산 확충만으로는 적절치 않고 고용서비스와 훈련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요원과 훈련기관의 능력증진(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다. 취업활동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에게는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대신 참여기간 동안 생계보장 혜택을 받도록 하여 근로유
인형 복지제도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는 당장의 생계문제로 인하여 직업능력개
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
수당을 지급하거나 생계비 대부를 알선하는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 생계가 어려워서 프로그램의 참여에 지장
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의 취업활동수당에 사회서비스나 현물
급여를 연계하여 제공해야 한다. 현행의 수당수준은 교통비와 식비를 지
원하는 차원의 활동비에 해당하며 훈련수당 및 취업활동수당 합계액(월
31.6만 원)을 최장 6개월까지 모든 참여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급여 간 형평성이나 유인구조를 고려할 때 취업활동수당을 실업급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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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상으로 높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취업활동수당을 피부양가
족과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부가적 사회서비스나 현물급여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
활동수당에 사회서비스나 현물급여를 부가하는 것은 부양가족이나 가구
소득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차등지급하는 것보다 생계유지에 실질적 효
과를 발휘할 것이다.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으로의 연결’을 지향하는 희망 사다리 프로그램
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취업활동수당이 정착하려면 단순한 현금급여 지원
금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부양가족에 맞게 설계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현재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다른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확충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자활센터와 고용센터
자활사업은 참여수급자 및 차상위층의 근로 의지와 탈수급 의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참여자의 직업능력개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황덕순, 2010). 따
라서 각종 복지 자원을 연계한 자활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근로의
욕을 증진하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근로의욕
증진이 필요한 취업능력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취업알선은 효과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기능은 근로의욕을 증진시키는 기
능을 하는 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데에 특화되어 있지 않으며, 그러한
기능을 원활히 하도록 조직되어 있지도 않다. 근로가능빈곤층 지원제도
안을 개진하는 논자들 중 상당수가 고용서비스로는 결코 빈곤층을 위한
서비스를 잘 할 수 없다고 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고용센터에 온 구직
자는 일반적 구직자의 한 사람으로밖에 취급되지 못하는 반면, 자활센터
에서는 이러한 미취업빈곤층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와 복지메뉴들이 존
재한다. 이는 분명 고용센터와 자활센터의 차별성을 규정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근로의욕이 증진되고 취업알선에 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미
취업빈곤층에게 자활센터의 기능이 적절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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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정보와 상담, 훈련연계 등에서는 자활센터보다는 고용센터가 더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고용센터가 취업과 훈련연계 서비스에 부족
한 면이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의미이고 향후의 능력증진
(capacity building) 과정에서 각 기관이 개발할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그
러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서비스
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고용센터에서 집
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되 노동시장 정착에 실패하지 않도록 복지서
비스가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활용사례는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인 희망리본 프로젝
트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수행기관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
고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류기락(2012)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희망리
본프로젝트의 통합ㆍ조정안 중 제1안이 적절한 접근법이라는 점을 시사
한다. 즉 복지부의 자활센터는 근로역량 향상단계를 담당하고 취업지원
단계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맞춤형 사례관리와 사회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필요가 있는 집단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역자활센터의 노
하우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일단 취업 장애요인이 제거되면 이들을
고용노동부가 전담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보건복
지부가 사업기관 성과 평가를 하는 방식은 근로역량 향상단계를 효과적
으로 수행하여 취업지원단계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얼마나 이
행시켰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시사하는 바를 [그림 8-4]를 이용하여 재정리해
보면 [그림 8-13]과 같다. [그림 8-4]에서 변화가 필요한 영역으로서 주목
할 영역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희미한 회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보건
복지부의 기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점선 아래
부분은 근로역량이 강화된 미취업빈곤층은 취업지원단계를 담당하는 고
용센터로 이행하되 거기서 취창업 역량평가를 통해 재취업활동계획상의
B형이나 C형 여부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실패 시 다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재참여하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때 희망
리본프로젝트와 같은 성과중심 자활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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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운영된다. 현재 희망리본프로젝트 수행기관은 지금까지 축적한 노
하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8-13] 자활사업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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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적극적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통합적 고용-복지 전달체계를 위한 논의들
<표 8-9>, <표 8-10>과 같이 빈곤탈피를 위한 적극적 프로그램 전달
체계의 목표 및 확립 방향을 설정한다면 그와 일관성을 갖는 통합적 고용
-복지 전달체계의 청사진은 어떠한 형태여야 하는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해서는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고용부
를 통합해서 한 부처로 만들어서 지자체 수준에서도 통합된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해야 한다든가, 양 부처와 다양한 서비스 전달자를 그대로 유지
하더라도 전산망 연계를 통해서 연계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논
의된 바 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각자의 고용서비스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운영
하는 대신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고용․복지 연계 원스톱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공무원, 공공 및 민간의 유
관기관의 관련 전문가를 고용센터에 파견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일
한 장소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방안과, 각 부처 및 지자체
의 유사기능을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조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공단의 형
태로 조직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유길상,
2012a) 등이 제안된 바도 있다.
고용서비스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이외에 여러
부처가 담당부처의 정책대상자에 대한 독자적인 고용서비스 체계를 별도
로 구축해 왔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인 고용서비스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표 8-14 참조). 이에 대해 유길상(2012a)은 고용서비스기
관의 난립과 상호 네트워킹 부족 등에 따른 비효율성과 구인․구직자의
이용 불편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일원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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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4>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단위

서비스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대생커리어개
발센터 등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지자체), 일자리원스톱센터, 한국노인인력개
발원, 대한노인회 취업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통일부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국방부

국방취업지원센터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지원센터

광역자치단체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경기도일자리센터 등

기초자치단체

일자리센터 혹은 주민자치센터의 취업알선창구

자료 : 유길상(2012a)으로부터 보완 및 재구성.

유길상(2012a)의 주장을 포함하여 여러 계기를 통해 제시된 전달체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제1안 :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각자의 고용서비스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대신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고용․복지 연
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공무
원, 공공 및 민간의 유관기관의 관련 전문가를 고용센터에 파견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
는 방안
- 제2안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유사기능을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조직
을 통합하여 새로운 공단의 형태로 조직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원스
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 제3안 : 현행 상태를 유지하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확충하고 연계
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
구하는 방안
- 제4안 : 고용센터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
여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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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논의들에 대한 평가
제시된 안 중 제1안과 제2안은 조직의 통합을 추구하는 안이다. 하지만
조직통합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말할
뿐 통합적 서비스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 전달체계 구성요소들
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탓에 조직통합
혹은 한 건물 아래의 집합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고용서비스나 복지서비
스의 전달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
한 청사진의 제시에는 미흡하다. 그리하여 조직통합이 통합적 내지 맞춤
형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로 귀결되리라고 보지만, 조직통합이
주는 개혁 피로도로 인해 오히려 혼선이 가중되거나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없다. 이
러한 통합이 분립된 경쟁체제가 현재 싹틔우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사장
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통합적 고용-복지 전달체계를 추구하
기 위해 중앙부처 통합을 먼저 추구하는 것만큼이나 조직통합을 전달체
계 개선 논의에서 우선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제3안 역시 현재 통합적 내지 맞춤형 서비스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 전달체계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전산망 연결이 통합적 내지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듯이, 전산망 연결이 통합적
서비스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보편적 복지제도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전
산망을 통한 연계가 용이할 수 있지만, 한국과 같이 292개 프로그램이 소
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방식에 의존해 있는 상황에서는 전산망의 연결
이 아무리 증진되어도 고용서비스 영역이든 복지서비스 영역이든 어느
한 담당자가 전산망을 통해 복지수요자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한
주된 기여는 중복 수급을 식별해낸 것이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정비
로 중복수급을 발견해 일부 수급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자 불만이 표출
되고 자살하는 가정도 생긴 사례는 우리나라 복지통합전산망의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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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처럼 되기 힘든 이유의 일단을 보여준다.
제4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추구되었던 안이기도 하다. 궁극적으
로는 지자체 중심으로 고용-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취업지원복지에 대한 개념이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
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리고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어떻게 증진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그다지 아무런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이관을 추구
한다면 제1안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도 힘들고 오히려 궁극적으로 추구해
야 할 서비스 형태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명실상부
하게 취업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고용서비스요원이 고용센터 직원의 10%
도 안 되는 상황에서 5년 전 고용센터를 지자체로 이관했다면 고용서비
스가 이관되기보다는 고용보험 적용, 징수, 실업인정, 급여지급 기능을 이
관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고용서비스만을 이관하려 했다
면 실업인정과 분리되어 이관할 고용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별로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진단은 궁극적으로 지자체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되 과도적으
로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전달체계 개선을 도모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현재 분립해 있는 각종 고용서비스기관이 일반인들에게 혼란스럽기보다
는 오히려 특화된 고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립이 초래된 측면도
강하다. 현재 각 부처와 지자체가 원스톱 고용서비스센터 설치를 표방하
면서 별도의 고용서비스기관 구축 경쟁을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하
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그 크기는 아직 크다고 볼 수 없다. 예컨대
자활지원서비스도 고용서비스도 진화하고 있으며, 고용부도 자활대상자
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복지부도 고용서비스 스킬을 증진시키고
있다. 지자체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하우를 쌓아 가고 있다. 이러
한 과정은 예산낭비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으나, 통합적 고용서비스체계
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투자로 볼 수도 있다.
그에 대한 한 가지 증거는 일부에서는 앞으로 가꾸어나가야 할 서비스
전달방식을 만들어내고 정착시키고 있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
례로 일부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복지부 희망리본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
관(예컨대, 경기도 일자리 원스톱 중앙센터)의 경우 취업성공률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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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관내 자원을 이용하여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나 복지부 희망리본프로젝트의 경우 취업성공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관내 자원을 이용하여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사례와 같은 긍정적인 연계방식의 맹아는 적절한 민관협
업체제가 나은 결과물이지, 조직통합이 자동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형태
의 서비스는 아니다. 인위적으로 수개의 지자체를 묶어 하나의 고용-복
지 전달체계 터미널을 만드는 것도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 구분하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보다는 거점 고용센터와 거점
지자체를 선정하여 사례조정회의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고용서비스 대상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일부 부처가 나름대로 설치한
고용서비스 조직의 장점도 존재한다. 그 장점이란 예컨대 경력단절여성
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을 소중한 고객으
로 삼아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고용센터에 오면 일
반적 구직자의 한 사람으로밖에 취급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탈북주민이
나 재소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센터나 법무보호복지공단
도 마찬가지의 영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기관 중 일부는 근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자활센터,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하나센터, 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어떤 조직은 다른 서비스와
결합해 알선정보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제대
군인 취업지원센터).
따라서 고용-복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청사진은 일거에 조직을 통합하거나 한 건물 안에 기존 서비스 전달기관
을 모아 놓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기보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섣불리 조직통합만을 추구할 경우 현재 태동하고 있는 긍정적 역
량을 말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정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표 8-14>에 있는 모든 기관이 취업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
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근로역량
형성단계까지는 자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하나센터, 법무보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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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맡되, 근로역량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고용센터로 하여금 취창업
역량평가를 하도록 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자활역량평가를 위한 사례조정회의
에 고용서비스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처럼 취창업역량 평가와 맞춤형 서
비스 제공과정에 복지서비스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두는 것
이다(그림 8-13 넷째 줄의 사례조정회의).
그 외 각 복지예산의 일정 비율(예컨대 20%)은 사례조정회의에서 고용
서비스와의 연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 예산 사용 여지를 두
는 일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일단 고용부 내의 순환보직인사로 인한 센
터장 및 센터 내 행정공무원의 고용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부족, 지방고용
노동청-고용센터 간의 위계로 인한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과 고용센
터장 간의 지휘감독체계의 불합리성, 고용센터 내의 업무 간 연계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센터 조직을 전문화된 직군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그림 8-14] 통합적 혹은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급여의 구조

주 : 부조형 취업촉진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프로젝트, 여성새로일하기센
터 내의 사업 등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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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
되 이러한 개혁을 선행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한 후 추구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통합적 고용-복지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해 가는 과정
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림 8-14]에 제시한 바처럼 생
계보장복지, 취업지원복지, 재직자복지로 대별된 복지체계 내의 현금 및
서비스 급여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통합적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로드맵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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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구성에 대해
서 설명하였다. 일자리 사정이 어려워지고 소득분배 상태가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새
로운 차원의 복지욕구 분출에 비례하여 복지국가의 제도화에 관한 다양
한 의견과 담론들도 백가쟁명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간의 논쟁 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복지욕구를 수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도입될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복지체계가 고용친
화적이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총론적인 수준에서의 이러한 의견일치에도 불구하고, 어
떻게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축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총론적 수준의 논의보다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필요조
건, 그것도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이 전달체계에서 통합적 고용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 혹은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맞춤형 연계가 이루
어지는 것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그 바람직한 방향과 형태를 탐색하고,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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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복지 논의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기획되었다.
서론에서는 특히 제3장, 4장, 5장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석틀을 이
해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순수시장모형, 정부주도형, 일반
원조모형, 소비자지원형, 공동체형, 공동체지원형)을 제시하며 다른 장들
의 구성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연구배경을 서술한다.

제2절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공사역할분담의 이론과 사례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도 특히 서비스 생산자의 공
사역할분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공공부문의 팽창
을 가능한 한 억제하면서 사회서비스 부문을 확대함에 따라 정부만이 아
니라 민간부문(민간 비영리단체와 민간 영리기업)이 서비스 주요 공급주
체로 참여하는 민관협업이 가장 괄목할 만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방향이
되어 왔다. 이에 민관협력을 둘러싼 이론들을 검토하고, 영국 고용서비스
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사례를 분석한 것이 제2장의 내용이다.
먼저 공급체계 공사분담 관련 이론을 고찰하는 과정에서는 서구 복지
국가의 위기, 공공정책의 경직성, 획일성, 관료주의 등 정부 주도의 사회
복지서비스를 둘러싼 비판들을 검토하고,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부문이 주목받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덧붙여 정
부-시장-비영리단체 협력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
패, 자원부문의 실패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각 부문의 실패
를 상호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관협력이 전략적으로 추구
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제2장에서는 민관협력의 역사적 배경이나 이
론적 근거를 넘어서, 실제 민관협력 사업이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주목하고자 했다. 정부, 시장, 비영리단체의 역학관계 속에서 발
생하는 민간부문의 관료화의 문제, 경쟁과 성과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시
장화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민관협력의 역기능을 방
지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조정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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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근거해 민관협력을 무조건적으로 표방하기보다 민관협력 사업집
행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실증적 사례연구로 2011년 영국의 보수-자민 연정이 과거 노동당 정부
의 뉴딜(New Deal)을 대체하여 도입한 민관협력 고용서비스인 워크프로
그램(Work Programme)을 분석했다. 워크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 고용서비스의 중요한 롤모델로 꼽히고
있고, 한국 고용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주요 정
책학습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례연구에서는 영국정부가
정책 청사진으로 내건 큰 사회(Big Society) 담론과 달리, 워크프로그램
이 지역사회 비영리단체를 활성화하기보다 공공고용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조정기능의 실패로 민관협력 사업에서 시장,
비영리단체의 장점이 드러나기보다 실패가 부각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
했다.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먼저 영국의 민관협력 고용서비스
의 역사 속에서 워크프로그램 전달체계의 특징인 이중계약 공급체인, 블
랙박스원칙, 성과기반 지불체계가 구축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정
부와 민간단체의 행정․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워크프로그램의 전달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주요계약기관의 시장화, 비영리단체의 주변
화, 취약계층의 누락현상, 정부의 조정기능의 실패로 나누어 짚어보았다.
결론에서는 워크프로그램을 정책교훈으로 삼아, 한국에서 민간위탁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유념할 사안들을 논의하였다.

제3절 사회서비스 소비과정의 실태와 개선방향

제3장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서비스 소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향과 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서비스의 기관 및 시설확충, 서비스 전달에 있
어 민관협력 활용방식 등 공급측면에 집중해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질 좋은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을 증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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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도를 확대하더라도 서비스 수요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여러
제약으로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공급체계 개선과 확충은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제3장은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소비행
태를 고려하면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과 원칙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제3장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자
료를 활용했다. 먼저 사회복지서비스 일반에 대해서는 약 1,200명을 대상으
로 한「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를,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약 15,000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전국보육실태조사」를, 고용서비스에 대해서는
약 5,000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한국노동패널조사」를, 체육서비스
에 대해서는 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를,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약 8,000가구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한「한국의료패널」을 이용했다. 특히 제3장에서는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서비스 소비과정을 크게 욕구인식, 정보수집, 선택, 이용, 재이용(재탐색)
의 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를 쫓아가며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을 짚어보았다. 마지막 재이용 단계를 제외한 욕구인식, 정보수집, 선택,
이용단계에서 관찰된 이용자의 소비행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달체계
개선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욕구인식 단계를 보면, 사회구조와 문화의 변화로 사회복지서비
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급증했음에도,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잔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위 실태조사의 응답자들은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공공복
지서비스 개선에 있어 서비스의 질적 제고보다 우선하는 가장 시급한 과
제로 꼽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사회복지서비스
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
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전체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
달과 재원마련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
한 국민의 높은 욕구에 비해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
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인프라 구축과 시설 확충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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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보수집 단계를 보면, 각 서비스 분야의 통계자료 분석결과 서
비스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무지와 정보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중복수혜, 부정수급이 심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서비스 수요자들은 공공부문이 관할하는 서비스
정보전달체계보다 주로 사적 인간관계망과 인터넷으로 사회서비스 정보
를 수집하고 있었고, 따라서 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저소득층일수록 사회
서비스 정보에 더욱 무지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의 입장을 고
려했을 때,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단지 시설확충이나 제도도
입과 같은 공급체계의 개편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설과 제도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전달체계의 확충과 개편에도 관심
을 두어야 한다. 또한 정보접근성과 보편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가 정보수집에 있어서 사적 경로를 선호하는 이유를 파악해 공공정보전
달체계를 개선할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불균등분배
와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홍보 및 서비스 연계기능도 균형 있게 분담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단계를 살펴보면,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물리적 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품질이나 만족도가 높지 않은 데도 거리접근성이 높기 때문
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시설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서비스 이용자가 특정
운영주체를 선호하는 것이 반드시 그 운영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
한 이용자의 선호와 만족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소득계층별 사회서비스 기관 선호도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비용이 저
렴한 국공립 기관을, 고소득층은 프로그램이 다양한 민영기관을 선호하
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는 경우 그 이유를 소득계
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저렴한 비용을, 고소득층은 높은 신뢰도를
꼽았다. 이는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홍보할 때, 각 소득계층별로 차별
화된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단계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서비스
불만족의 이유가 대부분 질보다 양의 부족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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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고용서비스, 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사
회서비스의 소비행태가 계층적으로 매우 분화되어 있었고, 공공에서 제
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에서 취약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이 배제되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를 고려했을 때, 사회복
지서비스의 절대적 양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특히 공공사
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배제된 집단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전달체계 개선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있다.

제4절 보육서비스 공급유형별 행위자 분석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제4장은 현행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상에 존재하는 ‘행위자’(보육시설,
학부모, 정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보육서비스의 특징과 국가 개입의 정당성, 보육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들과 특징에 관한 논의들을 고찰하였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개
입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행동, 선호, 유인이 다양한 공급주체(유형)에 따라 어
떻게 상이한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방식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
지 분석하였다.
보육서비스 공급유형은 크게 정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으로 구분하였
는데, 정부 주도형은 다시 정부 직영방식과 정부 위탁방식으로 구분하였
고, 민간 주도형은 비영리형(비영리법인 운영형, 공동체형)과 영리형(민
간/개인 사업자 운영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은 각각의 공급유형에서 나
타나는 서비스생산자의 특성(추구하는 목표,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태도,
원장 및 보육교사의 지위, 자격, 근로조건 등),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서
비스 기관에 대한 선호, 서비스 과정에의 참여정도, 서비스 이용행태 등),
정부의 재정 지원 및 규제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를 토대
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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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주도형 국공립어린이집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운
영 전반(특히, 회계 관리와 직원 임면)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
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중 대부
분이 위탁인 상황에서,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
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장기간 위탁으로 시설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공립보육시설이 현재
와 같이 전체의 5%에 불과한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늘
려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높은 신축비용 문제에 대한 대안과 민간어
린이집들의 집단적 반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첫째, 평가인증 외에 정부의 정기
적인 지도와 수시감독이 필요하며, 허위등록, 보육료 부정수급 등 부정행
위를 행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시에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가칭)보육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상
담,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이나 회계 업무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역의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보육시설에 필요한 행정인력, 회계업무 담당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관을 통해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직무교
육뿐만 아니라 인권교육까지)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열악한 보육
교사의 임금수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을 감
시하는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영리보육시설, 민간비영리보육시설
의 적정 공급비중이라는 문제는 일률적으로 제시되기보다는 ‘지역 단위’
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필요가 있다.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충돌하고 갈등하기보다는 함께 논의하여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지역 단
위의 기구가 마련되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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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제5장은 현재 한국의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회체육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복지 차원의 사회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5장은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에 따른 사회
체육 참여양상을 분석하고, 각 전달체계 유형별로 행위자의 역할과 개선
점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설제공의 주체로만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의 성격을
반영한 전달체계 유형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회
체육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체를 반영할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순수시장형, 정부주도
형, 일반위탁형, 바우처형, 공동체형, 공동체지원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체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현재 국내의 사회체육 참여 양상은 첫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
적 확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은 과학적인 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회체육 전달체계가 이를 보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공공체육시설의 시설활용도와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둘
째, 사회체육 참여율이 수년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정체
현상에 대한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수치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체육참여의
기회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사회체육 비참여율이 가장 높은 계층은
사회소외계층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며, 저소득 청
소년의 사회체육 참여제약 요인으로는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제약’, ‘지
역사회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나타나 구조적 제약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체육 참여 형태의 현실을 바탕으로 각 전달체계 유형별로

338

고용-복지 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행위자의 역할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순수시장형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윤추구로 인한 사회체육의 상업화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주도형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체
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공공시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위탁형은 전문적인 위탁 관리로 경영효율
성이 높지만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관리 강화를 통한 공익성이 확보되
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바우처형은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하나 지원대상의 한계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공급주체들의 서비
스 질 및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동체형은 지역민의 건강증
진 및 연대감 형성에 기여하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재정 부족으로 인
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마지막으로 공동체지원형은 자율
적, 자생적 조직으로 전 계층을 포괄하는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나 장소 및
공간, 예산이 부족하고 자체적인 운영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회체육의 참여 양상과 각 전달체계별 행위자의 역할과 개선점을 바
탕으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사회체육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다. 따
라서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체육을 제공하
기 위한 참여 촉진 선행조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체육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사
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체육격차로 인해 사회체육참여율이 수년
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람의 사회체육참여는 개
인의 의지로 인해 포화상태로 접어든 상태이며, 사회적 양극화라는 환경
적 요인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회체육참여율 제고를 위
한 정책을 실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학교체육
시설, 직장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연계한 사회체육시설의 개
방 및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최근 사회체육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증
가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체육 증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체
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다섯째, 현재
한국은 공공부문 사회체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부처 간 관련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섯째, 사회체육진
흥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제9장 요약 및 결론 339

제5장의 분석 결과 현행 사회체육서비스 전달체계는 첫째, 생애주기별
사회체육 활성화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대와 70대 이
상의 사회체육 비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시설확충과
시설사용료 인하를 중점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
째, 사회체육 참여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뿐 아니라
학교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셋째, 사회체육에서 공공부문의 예산 확보, 관련단체의 유
기적 협조체계 구축, 사회체육 진흥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 등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6절 보건의료성과 결정요인 분석과 보건의료
재원조달․전달체계에 대한 시사점

제6장은 어떠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및 재원조달 방법이 더욱 바람직한
보건의료성과를 달성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재원조
달 방법이 보건의료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OECD 국가 의
료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보건의료 전달체계 변수는 공
공병원비중, 비영리병원비중으로 측정하였고 재원조달 방법 변수는 조세
비중, 민간지출비중(조세+사회보험)으로 측정하였다. 보건의료성과는 기
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① 의료자원(의사 수, 병상 수, 병원 수, 장기요양
병원 수, MRI, CT, 1인당 의료비), ② 건강(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소
득1분위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형평성), ③ 서비스측면(의사방문 수, 재원
일수, 항생제 소비, 제왕절개율), ④ 효율성(의료비 대비 기대수명, 의료비
대비 주관적 건강상태), ⑤ 효과성(천식입원율, 폐질환입원율, 당뇨입원율,
입원지출 대비 의원지출비), ⑥ 생산성(간호사 대비 의사 비중, 간호사 대
비 병상비율, 장기요양병원병상 대비 장기요양시설병상 수, 의료인력 대
비 고가장비비중)으로 측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조세비중이 높을수록 의료비 대비 건강수준, 의료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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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기대수명이 높아 자원의 효율성이 높았다. 또한 조세비중이 높을수록
병상 대비 간호사비율은 높아지고 1인당 의료비, 병상 수, 의사방문횟수
는 더 적어졌다. 반면 민간지출비중(의료비에서 조세+보험을 제외)이 높
을수록 1인당 의료비지출, 제왕절개율, 병원지출 대비 의원지출비중, 계
층 간 건강수준 차이, 항생제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의료비 대비 건강수준
은 낮아졌다. 또한 공공병원비중이 높을수록 장기요양병상 수, 재원일수
등이 증가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이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재원조달
에 있어서 공적인 성격을 증가시킬 경우 바람직한 보건의료성과가 나타
났으나 공적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경우 오히려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
다. 따라서 보건의료성과를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공적 성격 강화보다는
오히려 재원조달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노르웨이와 같은 공공통합모델은 독일 등의 공공계약모델에 비해 민
간지출비중은 동일하지만 조세비중이 높고 공공병원비중이 더 높다. 회
귀분석결과를 볼 때 조세비중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 대비 건강수준, 의료
비 대비 기대수명, 병상 수, 의사방문횟수, 병상 대비 간호사비율 측면에
서는 더 나은 보건의료성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공공병원비중이 높기 때
문에 이로 인한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미국과 같은 민간보험/민간공급모
델의 경우 공공계약, 공공통합모델에 비해 조세비중(공공지출비중)이 낮
기 때문에 1인당 의료비, 병상 수, 의사방문횟수가 더 많고 제왕절개율,
병원지출 대비 의원지출비중, 계층 간 건강수준 차이가 더 클 것이다. 하
지만 민간보험모델의 경우 공공통합, 공공계약모델에 비해 공공병원비중
은 낮아 장기요양병상 수, 재원일수는 적어 효율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공공계약모델 국가보다 조세(공공지출)비중이
낮아 1인당 의료비, 병상 수, 의사방문횟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공공의료 확충, 영리병원인정, 민간의료보험 강화, 보건의
료에 있어서 공적 재정책임을 강화하자는 논의들이 존재한다. OECD 국
가 연구를 통해서 볼 때, 공공의료 확충과 같은 공적 전달체계 강화보다
는 재원의 공적책임을 증가시키고(보험료비중보다는 조세비중 증가를 통
한 공적책임 강화) 국가통제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더 바람직한 보건의료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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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

제7장은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지역자활센터의 인력, 운영
주체 특성, 참여자 교육 등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특성이 자활사
업의 성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활사업의
전달체계 구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실증분
석을 통해 자활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체계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
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밝혀지기 어려운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해 자활사
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인터뷰를 통해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개선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로부터 제시한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수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참여자에게 해당 지
역의 자활사업단, 자활경로 등 자활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단계에 대한 매뉴얼과 점검지표를 작성하는 등 자
활계획수립과정에서 자활사업 대상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
가 있다. 한편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사업단에 배치되는 과정에도 참
여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권한과 통제력을 재구조화하는 시민참여전략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일률적으로 자
활사업 참여 대상자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자활사업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활사업 성과가 높은 지역자활센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
는다면, 지역자활센터들 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동
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 및 경영지원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자활센터의
수행 사업 중에서 자활기업(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자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취업․창업을 위
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과 관련된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전략으로서 자
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하는 것도 고

342

고용-복지 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같이 자활자립지원
경영지원센터를 자활사업 수행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이는 중앙자활센터 내에 설치할 수도 있고, 광역단위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센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일반기업 퇴직자들 중에
서 경영지원 컨설팅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활
용한다면 그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활성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
활공동체 창업 이후의 지원은 상당 부분이 지역자활센터의 재량과 역량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공식적 관계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이 지속되면서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에 혼선이 일어나거나 역할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자활공동체 창업 이후의 지원에 대하여 구
체적이고 명확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자활사업 참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행적 고용단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대부분
여성인데 이들을 위한 보육지원 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취․창업과정에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
는데, 양육 및 부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활자립의 성과를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접 지역자활센터들이 네
트워크를 형성해 보육시설을 만들고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다면, 고용에서 가사로의 이행적 국면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보다 원
활하게 자활사업을 수행할 뿐 아니라, 다시 고용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증
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자활센터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는 소수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에서 요
구하는 보다 전문적이고 숙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영지원은 어려운 상
황이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활사업 전달체계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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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고용
프로그램처럼 정부가 반드시 일정기간 동안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일자
리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한다든지, 스웨덴의 쌈할과 같이 시장경쟁력을
갖춘 공기업을 육성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
공하는 등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떠한
전달체계 개선전략보다도 자활자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
성 변화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
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자체가 직접 공기업을 만들고
여기에서 자활사업 대상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일곱째, 전달체계 구조개선안의 핵심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개혁에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
한 생계지원에 집중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립자활지원은
자활자립지원촉진을 위한 별개의 제도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8절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연계방안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논쟁은 다차원적이다. ① 취업지원복지에서 개인
의 자유로운 선택과 교육훈련을 강조해야 하는가 아니면 근로의무를 우
선해야 하는가에 관한 차원, ② 생계보장복지와 취업지원복지의 강화의
내용 차원, ③ 탈수급 및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
스의 분업체계의 차원 등이 존재한다.
구미에서는 첫째 차원의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된 적이 있으나 1990년
대 이래의 유럽 복지제도개혁이 어느 정도 근로의무를 강조하는 쪽으로
자리잡아 가고 그 대신 고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서비스와 연
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일단락된 경향이 있다.
2000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구미의 근
로의무 강조 경향을 신속히 제도 내에 수렴하고 고용서비스가 그러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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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전환해 왔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4～5년 동안 둘째 및
셋째 차원의 논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차원은 단순히 복지급
여 수급자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측면뿐만 아니라 복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도는 그다지 증가
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차원도 존재한다. 제8장은 이처럼
일반적인 고용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연계를 증진하여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가의 차원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기존의 근로연계복지 개선에 관한 논쟁이 소수의 자활대상자를 대상으
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일반의 연계를
증진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근로복지
연계 논쟁에서 제기된 취업취약계층 내지 저소득구직자를 위한 취업촉진
(activation)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근로가능빈곤층,
저소득구직자에 대해 생계보호와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근로
가능빈곤층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취업지원복지를 강화하
고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근로가능자는 분리해 부조성 급여를
지급하는 적극적 취업촉진(activiation)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 사후적 빈곤탈피 보조보다 빈곤추락 예방 개념에 입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 부조성 급여를 지급하는 적극적 취업촉진 프로그램을
권리성 ‘제도’로 도입하기보다는 현행처럼 프로그램 형태로 유지하
되, 훈련기간에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활동수당을 인상
하고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급여지급을 차등화한다.
- 특히 빈곤탈피를 위한 적극적 프로그램 전달체계의 목표를 확립하고
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고용-복지 전달체계의 청사진을 마련하되
자활센터 등은 고용서비스 전달자의 하나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제도
를 조율한다.
이어 이와 일관성을 갖는 형태로 고용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달체계는 현재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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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되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전
달 혹은 맞춤형 전달을 가로막는 장애를 극복하는 조율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복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청사진은 일거에 조직을 통합하거나 한 건물 안에 기존 서비스 전달기관
을 모아 놓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기보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그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모든 기관이 취업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은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근로역량형성단계까지는 자활센터,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하나센터,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맡되, 근로역량이 일정 단계
에 이르면 고용센터로 하여금 취ㆍ창업 역량평가를 하도록 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자활역량평가를 위한 사례조정회의에 고용서비스 전문가가 참여하
는 것처럼(그림 8-13의 첫째 열에 위치한 자활역량 평가 과정). 취ㆍ창업
역량 평가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정에 복지서비스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두는 것이다(그림 8-13의 넷째 열에 위치한 취ㆍ창업역
량평가 과정). 또한 현행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수급지원체계에서
희망리본사업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통합 운영하는 것을 의
미한다.
둘째, 각 복지예산의 일정 비율(예컨대 20%)은 사례조정회의에서 고용
서비스와의 연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 예산 사용 여지를 두
는 일이다.
셋째, 일단 고용부 내의 순환보직인사로 인한 센터장 및 센터 내 행정
공무원의 고용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부족, 지방고용노동청-고용센터 간
의 위계로 인한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과 고용센터장 간의 지휘감독
체계의 불합리성, 고용센터 내의 업무 간 연계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
센터 조직을 전문화된 직군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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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맺음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일반적인 측면을 공급체계와 소비과
정의 두 차원에서 살펴보고, 보육․사회체육․보건의료․자활 및 고용서
비스의 개별 분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각 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한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급체계에서의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전
통적으로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소득공제 등을 통해 복지
비용을 지원하여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서비
스 공급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는 점이다. 즉 행위자들의
배치구조에 따른 다양한 거버넌스 유형 중에서도 정부주도형이나 자발적
인 공동체형은 별로 발달되지 않고, 주로 일반위탁형과 소비자 지원형 중
심으로 발달되어 왔다. 민간위탁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은 국가의 재정
기반이 충분치 않았던 산업화 초기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회서비스 공
급망을 확충하는 데 이바지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복지예산이 증대하고 있는 현 시
점에서 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즉 정부의 직접
서비스 제공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
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지원하여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유도
해낼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거버넌스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첫째 문제의식이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한편으로는 사
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의 공사역할분담에 대한 이론과 사회서비스 소비
과정의 실태분석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사회서비스 분야들에서
의 구체적인 전달체계 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둘째 문제의식은 특히 효과적인 취업지원복지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고용-복지 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라는 점이었다. 산업구조의 재편과 이에 따른 인구별 노동활동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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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청년실업의 증가, 여성 노동시장 활동 인구의 증가, 조기퇴직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의 문제)는 재생산영역인
가족생활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넘어 생산영역인 노동시장과 연계된 새로
운 차원의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촉발했다. 청년실업과 장기실업자의 증
가로 인해 취업지원과 직업훈련을 비롯한 고용서비스 확충이 사회서비스
의 주요화두가 되었으며, 보육서비스는 단순히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수준
을 넘어 일하는 어머니를 위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보육서비스를 확충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노령자를 위한 사회서비스도 단순히 육
체적 건강을 위한 건강의료서비스를 넘어 노령자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활
성화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복지문제와 고용문제를 통합한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어떻게 새롭게 구축할 것인지가 본 연구의 둘째 문제의식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뤄진 이론적 논의들과 개별 분야에서의 구
체적인 실증적인 분석들은 한국의 고용친화적 사회서비스 전략에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함의를 제공해 준다.
첫째,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 정책과
제는 서비스의 양적 확대라는 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회구조와 문
화의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저소득층을 넘어
서 전체 소득계층으로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 공공
서비스의 주요대상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차상위계층
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제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를 욕구가 있는 모든 계층이 보편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양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이다. 이때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며 사회서비스를 전체 계층에게 확대
하는 방안으로 서비스를 모든 계층에게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부담능력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체 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만이 아니
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내실화할 필요도 있다. 특히 취약계층
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은 근로가능빈곤층에 대한 실업
부조 도입이나 공공부조 확대와 같은 기존의 빈곤유지적 현금복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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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체하는 필수적인 고용친화적 복지 전략이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인력
확충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노동집약적인 사회
서비스의 질은 인력의 양 및 그에 따른 업무 내실화와 직결되어 있다. 본
문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서울고용센터의 시범사업은 고용서비스의 인력
확충이 취업상담의 내실화를 가져와 재취업률의 증가, 급여 소진율 감소
라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력의 확충은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위한 전제조건이자, 그 자체로 사회서비스를 통한 일
자리 창출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더욱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력의 양적 확충
못지않게 인력에 대한 안정적 고용보장과 처우가 소비자가 선호하는 서
비스의 질과 직결되어 있었음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달체계 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각 분야의 서비스시장 구조(혹은 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았다. 바람직한 서비스 성과 도출을 위한 거버넌스,
특히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는 제1장과 제2장의
이론적 논의에서도 지적했던 바처럼 개별 분야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상
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예컨대 보건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의 성과
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공적 성격 강화보다는 재원조달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적어도 국가 비교적 관점에서는 더 바람직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제6장). 반면 보육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만족도에서 직장
보육시설과 협동조합형 서비스와 같이 민간의 서비스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제4장). 그러나 제2장에서 논의했던 정부 조정기능의 중요
성을 고려했을 때, 보육서비스의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민간 서비스 제공
자로부터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행연구가 지적하고 있듯이 지나치게 비
율이 낮은 공공보육시설 확대를 통해 국가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기능
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국가의 직접 제공의 확대 그 자체
가 서비스 질의 제고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평가시스템 구축 및 공정
한 운영절차 마련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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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활서비스는 제도도입 초반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비영리단
체가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 친화성, 밀착형 서비스 전달, 민주적이고 효
율적인 전달방식의 이득을 누리고자 했던 대표적인 서비스다. 그러나 실
질적인 사업집행현장에서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대상에
서 누락되는 사람이 많고, 자활사업에 들어온 사람들의 자활 성공률이 매
우 낮으며, 양육 등 취업을 위한 제반 복지욕구 충족이 미흡하고, 자활사
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제7장). 자활
서비스의 사례는 민간위탁 자체가 서비스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해소하는 절대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을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위탁 서비스 전달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는 비영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이용자의 정보확대, 의사결정 참여와
선택 확대를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고용-복지서비스의 통합은 다양한 수준의 취업역량과 다차원적
인 복지욕구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사정 체계 구축을 전제로 한다.
근로의욕과 취업역량이 낮거나 제반 복지욕구가 큰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취업알선은 효과가 없으며, 반면 근로의욕과 취업역량이 높은 취업빈곤
층에게는 보호 중심의 복지 제공만으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
조정회의 강화를 통한 개인별 정확한 고용역량 및 복지욕구 진단을 토대
로, 기존에 사업을 맡아온 기관들 간에 비교우위를 살리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체계화 － 예컨대 근로역량 향상단계는 자활센터, 취업지원 단계
는 고용노동부 － 함과 동시에, 각 사업참여과정에서 복지욕구 충족을 위
한 제반 사회서비스 연계 기반을 구축하는 것 등이 고용 - 복지서비스 전
달체계 구축의 로드맵임을 본 연구는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용친화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서
비스 간의 유기적 연계 방식을 모색하는 작업, 예컨대 지역사회를 기반으
로 고용서비스와 보육, 보건의료, 요양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추후 연구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해서
는 특정 영역, 특정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수의 실험사
례들을 심층 분석하여 이를 이론적인 서비스 제공 모델과 연결시키고 일
반화해 내는 환원작업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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