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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정부는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충을 강조하던 기존의 정책 기조와 구별되는 의제 중 하나로 보장성 강
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성장의 실현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지난 10여 년간 사회서비스의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장 수준의 미흡, 지역 간 격차, 공급․이용 체계의 공공성 및 통합성 부족
으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구현되기 어려
운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 보장은 소득 보장과 함께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을 실현하
는 양대 축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개개인의 욕구가 세분화, 다변화, 복합
화되면서 제도적 대응 영역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
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영역의 광범위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
에서의 통합적 논의는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보장성에 초점을 두고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
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
서비스 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간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깊게 다
루어지지 않았던 보장성의 개념을 체계화하고, 광의의 사회서비스 영역
을 포괄하여 정책 집행자 관점뿐만 아니라 이용자 관점에서의 보장성을
다각도로 진단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
의 내용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보장성 논의를 위한 기틀이 되기를 기대
하며, 통합적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는 안수란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강혜규 선임연구위원, 전
진아 연구위원, 유재언 부연구위원, 하태정 전문연구원과 김혜승 선임연
구위원(국토연구원), 조현성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남재욱 부연

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송아영 교수(가천대학교), 송나경 교수(광
운대학교)가 참여하여 작성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유익한 자문과 조언을 주신 유태균 교수(숭실대학교),
최은영 교수(충북대학교), 길현종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그리고 원
내 정해식 연구위원, 오욱찬 부연구위원, 익명의 검독위원들께 감사의 뜻
을 전한다. 또한 범부처 행정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
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1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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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trengthening Social Service System :
A comprehensive analysis of social service protection
1)Project

Head: Ahn, Suran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protection level of social
service programs provided by central government. Ultimately,
we recommend policy actions to strengthen social service system in order to meet various social service needs and provide
integrated services.
Using data from the survey of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2015 National Survey of Social Service Demand and Supply, we
examine the protection level of social service programs from
policy and user perspectives, which is analyzed by life-course
and service function. We then discuss current issues on how to
increase a protection level of social services, especially focusing on care, mental health, security and protection, employment, housing, and cultural services.
Findings reveal that there is a gap in the coverage and adequacy of social service programs by life-course and service
function. Social service investments have focused primarily on
child care services over the last decade, and social service system might not appropriately serve for people considering their

Co-Researchers: Kang, Hyekyu ․ Jun, Jina ․ Yoo, Jaeeon ․ Ha, Taejeong ․ Kim, Hyeseung ․
Nahm, Jaewook ․ Cho, Hyeonsung ․ Song, Ahyoung ․ Song, Nakyoung

2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life circumstances and various service needs.
Improving social service system calls for a new policy and
practice approach. To facilitate further progress in social service programs, we recommend that the government departments
need to work together and develop a shared vision of how to
increase the protection level of social service programs. We argue that it is important to set policy priorities with respect to
whose and what social service needs must be urgently
addressed. Finally, more policy efforts are required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and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in that
social services are basically provided in the local community.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복지정책은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보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교육, 건강, 고용, 주거, 문화 등 영역의 사회적 위
험을 사회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 왔다. 관련
제도가 추진되는 동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욕구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더욱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
산, 고령화, 가구 형태의 다양화, 경기 침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
동시장 불안정성, 청년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실업 문제, 학대·폭력, 환경
문제 등은 앞으로 사회서비스로 대응해야 할 욕구가 더욱 세분화되고 다
양해질 것임을 의미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사회서
비스 보장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제도는 발전 과정에 있어 소관 부처별․지
자체별 분절적 확장이 이루어져 분야별․대상별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총
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보장 체계가 부재하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정
의된 사회서비스는 단일 제도나 정책으로는 제공되기 어려운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의 광의의 사회서비스를 포함
하고 있는바, 관련 부처는 다양한 운용 방식을 통해 별도의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사회서비스의 개념, 범위,
보장 수준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공존하면서도 충돌하는 상황이다. 정책
발전 과정에서 통합적 관점의 부재는 사회서비스 투자, 공급, 이용 측면
에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보장성에 초점을 맞추어 부처별로 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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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
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가 전 생애에 걸쳐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극적 정책 대처로서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욕구가 있는 누구나, 적시에, 적합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생애주기별·영역별 사회서비스 보장성의
수준을 다각도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보장성 진단 결
과를 바탕으로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
시하고자 한다.
보장성은 선행연구에서 보장성 평가에 활용된 사각지대의 개념을 적용
하여 적용(이용) 대상, 사업 범위, 급여 수준의 세 가지 요소를 정책적 측
면(정책 설계 및 결과)과 이용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주
요 사회서비스 영역을 돌봄, 정신건강 증진, 고용, 안전 및 권익 보장, 고
용, 주거, 문화로 세분화하여 이용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에서 보장성 쟁
점을 검토하였다. 분석을 위해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행정조사 자료와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가구용 원자료를 활용하였으
며, 주요 영역별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 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포럼
을 실시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정책적 측면에서 생애주기별․영역별 사회서비스 보장성 진단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설계 관점에서 적용 대상의 포괄성을 살펴보면, 사업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생애주기를 특정하지 않은 사업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인, 아동·청소년, 노인, 영유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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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기준으로 보면 영유아 대상 사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유아 대상 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비율이 높고, 장애 등 특수욕구에 관계없이 제공되고 있어 다른 생애주기
대상 집단에 비해 보편적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반면 성인이나 노
인 대상 사업의 경우, 특수욕구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비율
이 높거나 소득 기준 적용 사업 비율이 높아 정책 설계에 있어 선별적 특
성이 더욱 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범위의 포괄성을 기준으로 보
면, 사업 수 기준 분포는 신체건강 기능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안전 및
권익 보장과 고용 기능 사업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사업 기능별 예산
액은 사업 수 비율과 일치하는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생애주기별 사업
기능의 분포를 살펴보면, 특정 생애주기의 인구집단이 처한 사회적 위기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중심으로 사업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경향
성을 보인다.
둘째, 정책 결과 관점에서 실이용자 규모와 이용자에게 지출된 사업별
예산 규모를 서비스 기능별로 살펴본 결과, 서비스 이용 지원, 신체건강,
문화, 돌봄, 교육 기능 사업의 평균 수급 범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평균 급여 수준은 주거, 교육, 고용, 서비스 이용 지원이 비교적 높게 나
타났다. 신체건강, 문화 영역 서비스는 평균 수급 범위는 높아도 평균 급
여 수준은 낮은 영역에 속한다. 이는 서비스 이용의 지속성, 영역별 서비
스 급여의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장성은 영역별 사회서비스가 이용 대상의 포괄성,
급여 수준의 충분성을 가구 특성(가구 생애주기, 소득 수준, 세대별 1인
가구, 장애 가구원 유무)에 따라 진단하였다.
첫째, 이용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성인 돌봄, 재활, 교육 및 정보 제
공 기능 사업의 수요 충족률(필요 대비 이용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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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가구 생애주기에 따라 구분할 때, 영유아 가구와 아동 가구의 주
된 서비스 욕구인 돌봄, 교육 영역에서 아동 가구의 수요 충족률이 영유
아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소득 수준에 따른 수
요 충족률을 살펴보면, 아동 돌봄, 교육, 주거 기능을 제외하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와 비
교했을 때,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제외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수요 충족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서비스 제공이 실제로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1인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보면, 청년 1인
가구는 주거 영역, 중장년 1인 가구는 재활, 교육 및 정보 제공, 고용 영
역, 노년 1인 가구는 교육 및 정보 제공 영역에서 수요 충족률이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급여 수준 충분성은 이용 시간의 충분성과 이용 비용의 적절성으
로 나누어 진단하였다. 이용 시간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가구 생애주기별
로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교육, 고용 영역은 대체로 시간 충분성이 충족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이용 시간의 충분성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이용 시간 충분성은
높았으며, 고용 및 취업 지원 충분성은 낮았다. 특히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이용 시간 충분성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나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이용 비용의 적절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동 돌봄, 문화 영역을 제
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서비스 지불 가능 비용(이용 의향 비용)이 이용
비용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도출되어 향후 서비스 특성에 따른 탄력
적 비용 기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돌봄, 정신건강 증진, 안전 및 권익 보장, 고용, 주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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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사회서비스의 보장성 쟁점을 이용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에서 검토
한 결과 영역별로 공통적인 문제가 확인된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서비스 적용의 사각지대, 급여량의 충분성, 대상별 또는
급여 간 지원 수준의 형평성 문제를, 공급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제공 기
관, 인력, 예산의 불충분, 사회서비스의 지역 격차, 유관 서비스 기관 간
의 협력 체계 부족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각 서비스
영역이 가지는 특성 및 정책 발달 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 검토 범
위와 보장성 강화 방향은 차별성을 보인다.

3. 결론 및 시사점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우선 과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다. 정책 방향성은 어떤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보장을 확대할 것인지(보장 영역), 누구의 서비스 욕구를 보
장할 것인지(보장 대상),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보장 방법)를 구체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첫째, 보장 영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보
장성 수준과 사회서비스 속성(욕구의 위기도, 사업의 수익성 등)에 따른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고 국가 주도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 순위를 설
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서비스 영역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면밀한 보
장성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서비스의 대상은 서비스 영역별 욕구가 사회화된 수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 대상의 범위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재정 여건
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 적용 범위와 실제 이용 범위의 격차는 나
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누구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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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사회서비스 영역별 정책 발전 단계에 따라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사회서비스 정책의 틀 안에서 영역별 발전
단계를 도입기-정착기-고도화기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차별적 보장성 강
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 정책 간 조정, 관계부처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사회서비스 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대인 서비스로서
특성이 강조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지역이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된다
는 점에서 지역 중심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사회서비스, 보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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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00년대 중반 사회투자론(social investment)을 근간으로 사회서비
스에 대한 개념 논의와 정책 추진이 시작된 이후, 본격적 제도 운영이 10
년을 지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정책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기존의 전
통적 복지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저출산·고령화, 근로 빈곤, 계층
양극화와 고착화, 가족 해체 등의 신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
로 추진되었다.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이 가져온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의 확대로 비공식 영역에
있던 돌봄 기능을 사회화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한 소득 보장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
의 변화는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인력 등 관련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
충했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주의의
서비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분야로, 고용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여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능동
적 복지 구현에 기여할 주요 기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련 제도가 추진되는 동안 사회서비스 욕구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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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그에 따른 돌봄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1인, 비혼·동거, 다문화 등 가구 형태의 다양화는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
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욕구를 발생시킨다. 경기 침체 및 산업구조 변
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실업 문제는 고용
뿐만 아니라 주거, 신체·정신건강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으며 학대, 폭력,
미세먼지 등 그간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사회문제들의 위기도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사회서비스로 대응해야 할 욕구가 더욱 세분
화되고 다양해질 것임을 의미하며, 다종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 부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광의의 사
회서비스 개념에 근거하여 범부처 사회서비스 추진 체계를 구성해 나가
는 단계에 있다. 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을 중점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대상별․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제16차 회의(2018. 2. 9.)에서 ‘범
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안건으로 심의하여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
합 대책 수립’을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제도가 발전 과정
에 있어 소관 부처별․지자체별로 분절적 확장이 이루어져 분야별․대상별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총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보장 기제가 마
련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인식한 데에서 출발한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에 정의된 사회서비스는 단일 제도나 정책으로는 제공되기 어려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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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의 광의의 사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바, 관련 부처는 다양한 운용 방식을 통해 별도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사회서비
스의 개념과 범위, 보장 수준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공존하면서도 충돌하
는 상황이다.
정책 발전 과정에서 통합적 관점의 부재는 사회서비스 투자, 공급, 이
용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투자 측면에서는 사회서비스
욕구 및 충족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 부재로 특정 대상 또는 특
정 욕구 중심의 투자에 치중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부처
간 공공에 의한 사회서비스 보장 범위 및 보장 수준에 대한 합의와 인식
공유 결여로 유사, 중복, 편중, 누락 사업이 발생하고 서비스 지원 수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용 측면에서는 서비스 전달에 있어 접
근성, 연계성, 통합성에 대한 다층적 고려 부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
형 서비스 제공을 저해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정책 추진 배경에는 사회
서비스의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장 수준 미흡, 지역 간 격차, 공급·이용
체계의 공공성 및 통합성 부족으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구현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기된 문제들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해결 방안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광범위성과 다양성을 입
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또한 종합적 수준에서의 사회
서비스 사업 현황 파악 및 진단 과정이 생략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전 논의가 당위적 수준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더욱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
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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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보장성’에 초점을 맞추어 부
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가 전 생애에 걸쳐 일상생활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극적 정책 대처로서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욕구가 있는 누구나, 적시에, 적합하고 충분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생애주기별·영역별
사회서비스 보장성의 수준을 다각도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
으로는 보장성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은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 과정의 특
성을 살펴보고 사회서비스 개념, 범위, 보장성 관련 주요 개념과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여 보장성 진단을 위한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제3장~제
5장에서는 범부처 사회서비스 정책의 보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제
3장은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의 행정조사를 통해 생애주기별․영역별 사
회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의 보장성을
정책 설계와 정책 결과의 측면으로 나누어 진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
설계 측면에서 보장성은 적용 대상과 사업 범위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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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결과 측면에서 보장성은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제4장은 이용자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보장성을 이용 대상의 포괄성
과 급여의 충분성을 중심으로 진단하였다. 이용 대상의 포괄성은 사회서
비스 영역별 욕구 대비 수요 충족률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급여의 충분성
은 이용 시간의 충분성과 이용 비용의 적절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
5장에서는 이용자 및 공급자 측면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장성 관련
쟁점들을 주요 영역별로 정리하고, 각 영역별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장단기 과제를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3, 4장의 분석 결과와 5장
의 영역별 심층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국내외 문헌 연구, 행정조사, 실증 분석, 전문가
포럼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첫째,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범위, 사회서
비스 정책 발전 과정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기 위해 관련 학술 문
헌 및 법령, 행정 자료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
역에서의 보장성 논의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중앙․지방부
처의 관련 계획을 검토하였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의 보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8개 부처(청) 내 사업별 담당 공무원
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2017~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세출 각목 명세서의 내용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병행하여 확인하였으며, 부처별 행정조사는 보
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의 협조하에 2018년 4월 18일부터 6월 20일
까지 두 달에 걸쳐 이루어졌다. 셋째, 이용자 측면에서 생애주기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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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별 사회서비스 보장성을 진단하기 위해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
급 실태조사의 가구용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사회
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마련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포
럼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포럼은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영역의 전
문가로 구성되어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포럼은 분야별 사회서비스 관련 논의 전개와 보장성 관련 쟁점,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논의를 토대로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림 1-2-1〕은 본 연구의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2-1〕 연구 체계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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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서비스 정책 전개 과정
본 장에서는 국내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국가 주
도의 정책 추진이 시작된 노무현 정부 이후의 주요 정책 내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정책 검토를 위해 연도별 보건복지부 연두(정부) 업무보고
자료, 장차관 업무보고 자료, 성과관리계획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난 10여 년간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2-1-1>과 같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패러다임
이 사회투자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서비스가 정책 전반에 강조되
었다. 사회서비스 정책이 첫 번째 발걸음을 떼게 된 이 시기의 정책 내용
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시장 형성 및 산
업화, 서비스 품질 제고가 제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7). 이와 같은
정책 내용은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
회서비스 정책 추진에서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난 10년간 추진된 사회서비스 정책을 ① 일자리 창
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발굴 및 확충, ②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확충) 및 산
업화, ③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관련된 정책으로 구분하여 정권별로 세
부 정책 내용이 어떤 변화를 거쳐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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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정권별 사회서비스 정책의 주요 내용 변화(2007~현재)
주요 정책 내용1)

구분
노무현 정부
(2007)

－사회투자형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확충
시장 형성 촉진
품질 제고
일자리 확대

이명박 정부
(2008~
2012)

－사회서비스 확충
－시장 형성 촉진(′08~′11) → 시장 형성 및 산업화 기반 마련(′12)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인프라 확충
－성과관리 강화 및 사업 간 연계
－바우처 운영 고도화 및 신뢰성 강화

박근혜 정부
(2013~
2017)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사회서비스 산업 진흥 계획 수립
‧ 사회서비스 산업의 기반 마련 관점에서의 통계 인프라 구축 → 사회서비
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산업특수분류 등
－품질관리 강화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급 및 추진 체계 내실화
‧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과 연결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민간 복지 전달체계 개선

문재인 정부
(2017~)2)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 사회서비스 균형 발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공급·이용 과정의 사회권 실현

자료: 1)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 박세경, 하태정, 김보영, 김용득, . . . 이인재. (2016). 사회서비스정책진단과 고도화 전략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2008a). 2008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2009a). 2009 보건복지가족부 연두 업무보고.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2009). 주요 현안 및 사업추진 계획.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2008). 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
가족부.
－ 보건복지부. (2007). 2007 연두업무보고.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0b).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2a). 2012년 업무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3a). 2013년 업무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4a). 2014년 업무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2010a). 2010년 사회복지정책실 업무보고(안). 서울: 보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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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2010b). 2011년 장관보고자료.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2013).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4a).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4b).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5).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2)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내용은 세부 추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부처합동. (2018a)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안건-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의 pp. 3-4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발굴 및 확충
노무현 정부 이후로 추진된 사회서비스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발굴 및 확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 발굴·확충을 위해 현금 급여 중심의 소득 보장에
서 탈피해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사회적 돌봄 제공을 통해 가구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경
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자리 창출
과 확충을 위한 정책 내용에서는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 사업 등 신규 사
회서비스 사업의 대폭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기도 하였다(<표
2-1-2> 참조). 이와 같은 정책 내용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동일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노인돌보미
사업 대상자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까지 확대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
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돌봄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고용시장에서의 취약
계층(여성, 장애인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일자리의 절대적인 개수를 늘려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수
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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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사회서비스의 보장 수준을 생애주기와 분야별로
진단하여 보장 수준이 낮은 사업에 대한 투자 확충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이전에 추진되어 온 정책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포괄하여 그동안
보장이 미흡했던 영역들에 대한 확인과 보장성 확대를 시도하는 움직임
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2013~
2017)

이명박
정부
(2008~
2012)

노무현
정부
(2007)

구분

세부 내용
일자리 창출

－(’16) 유사 서비스 통합 추진을 통한 사회서비스 표준 모델 설정·제공

‧ 지자체에서 예산과 지역 특성 고려한 이용자 선정 기준 및 지원
수준 결정 등

‧ 시·도에 시·군·구 서비스 승인 권한 및 책임 부여

－(’16)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 사회적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한 특정 대상(청장년, 가족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 신규 개발·시행 등

‧ 산모·신생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완화로 수혜 계층 확대

－(’15)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15) 사회서비스 지역별 편차 및 사각지대 발굴

－(’15)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시간선택제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제도 개선 추진

－(’13)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국민 수요가
큰 유망 서비스, 부처 간 융복합 서비스 발굴 및 확대‧제
도화를 통한 일자리 확층
－(’14) 여성, 장애인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보건복지 분야
취업 지원

－(’11)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 개 창출

－(’10, ’11) 10대 유망 사회서비스 발굴 및 육성

－(’09, ’10) 고용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08, ’12)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신규 서비스 개발·제공

－인건비 지원형 일자리 사업보다는 바우처 지원, 품질관리,
규제 개혁 등 시장에서의 고용 확대를 통해 추가적 고용
창출 가속화 추진

‧ 독거노인도우미,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 사
업 등 신규 사회서비스 사업 대폭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5만 개)

－(’08) 노인돌보미 사업 대상자 확대(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등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주도의 신규 서비스
개발·제공 유도

－사회적 돌봄 제공을 통한 가구원의 돌봄 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참
여 활성화

－현금 급여 중심의 소득 보장에서 탈피, 사회 발전·경제 발전을 동
시에 촉진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집중 육성

사회서비스 발굴·확충

〈표 2-1-2〉 정권별 사회서비스 정책의 세부 내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발굴 및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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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사회서비스 지역 실태 진단을 기초로 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지
역의 합리적 역할 분담 및 실행 방안 마련

－지역 사회서비스 균형 발전

‧ 보장 수준이 낮은 사업에 대한 투자 확충 전략 마련 및 신규 요
청 서비스 적극 도입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발굴·확충

일자리 창출
‧ 공공 일자리 34만 개 창출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보건
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등을 통
해 추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격차 해소 등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자료: 1)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 박세경 외. (2016). 사회서비스정책진단과 고도화 전략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2008a). 2008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2009a). 2009 보건복지가족부 연두 업무보고.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2009). 주요 현안 및 사업추진 계획.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2008). 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 (2007). 2007 연두업무보고.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0b).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2a). 2012년 업무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3a). 2013년 업무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4a). 2014년 업무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2010a). 2010년 사회복지정책실 업무보고(안).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2010b). 2011년 장관보고자료.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2013).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4a).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4b).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5).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2)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내용은 세부 추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부처합동. (2018a)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안건-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
향’의 pp. 3-4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문재인
정부
(2017~)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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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촉진) 및 산업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사회서비스가 다루어지면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과 산업화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기 시작하였
다. 특히 국내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수요자 직접 지원(바우처) 방식의 사업
이 확대 시행되면서 시장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산업화라는 정책 지향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의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촉진) 및 산업화를 위한 정
책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요한 정책 변화로
2011년에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새로
운 제공 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시장을 형성하고 인프라를 확
충하고자 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진흥 계획 수립을 추진
하면서 사회서비스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에 신설하고자 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 형
성 및 산업화 정책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
회서비스 산업 진흥계획’의 일부로 서비스 가격 자율화, 본인부담금 차등
화 확대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SSISC) 신설을 추진하였다.

〈표 2-1-3〉 정권별 사회서비스 정책의 세부 내용: 시장 형성(촉진) 및 산업화
구분

세부 내용

노무현 정부
(2007)

－바우처 방식 사업 확대 시행
－바우처 방식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 서민·중산층까지 확대
－본인부담제 도입을 통한 시장 활성화 도모
－시·군·구별 복수의 제공 기관 확보 통한 경쟁 체계 확보
－전자카드식 바우처 도입 및 정보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 전문 기업 육성 및 사회서비스 창업‧경영 지원 등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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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이명박 정부
(2008~
2012)

－(’08, ’09) 시장 형성 촉진을 위해 잠재수요, 취업 유발 효과 높은 서비스
분야 선택‧집중
－(’08, ’09) 수요자 직접 지원(바우처) 방식 확대
－(’09~’11) 소득 수준별 지원액 차등화 통한 사회서비스 이용 계층 확대
－(’09) 시장 기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11)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도입
－(’11)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 실시
－(’12) 사업 표준화 및 재구조화
－(’12) 사회서비스 진흥 계획 수립 추진 → 사회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체
계에 신설 추진

박근혜 정부
(2013~
2017)

－(’13) 소셜 벤처 육성, 서비스 제공 기관 규모화‧전문화 도모
－(’13) 서비스 가격 규제 완화, 서비스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로 중
산층 유효수요 창출
－(’14) 사회서비스 산업 동향 분석 및 특수 분류 고도화, 사회서비스 공동
브랜드 개발 등

문재인 정부
(2017~)

※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촉진) 및 산업화와 관련된 별도의 정책 내용은 확
인되지 않음.

자료: 1)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 박세경 외. (2016). 사회서비스정책진단과 고도화 전략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
회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2008a). 2008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2009a). 2009 보건복지가족부 연두 업무보고.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2009). 주요 현안 및 사업추진 계획.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2008). 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
가족부.
－ 보건복지부. (2007). 2007 연두업무보고.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0b).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2a). 2012년 업무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3a). 2013년 업무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4a). 2014년 업무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2010a). 2010년 사회복지정책실 업무보고(안). 서울: 보건
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2010b). 2011년 장관보고자료.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2013).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4a).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4b).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5).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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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정부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민간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이 전개되면서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서비스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관련된 세부 정책 내용은 지난 10
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최저 기준 설정 움직임은 사회서비스
정책 도입 초기부터 강조되었다. 2010년에 사회서비스 공통 품질 최저
기준이 설정되기는 하였지만 돌봄 서비스(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중심의 공통 품
질 기준이며,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이용자의 자기결
정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제공 기관 운영 원칙, 제공 원칙(이용자
욕구 사정, 서비스 계획서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보건복지부, 2010c),
사회서비스의 전체 분야를 포괄하면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품질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비스 영역을 확장(사
회복지시설, 장기요양, 전자바우처, 보육 등)하여 사회서비스 공통 품질
최저 기준을 마련하는 정책을 2014년과 2016년에 추진하기도 하였다.
품질관리의 체계화와 실질적인 실행 기제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
노력 또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내에 사회서비스 국가 표준 설정 등의 품질 평가 근거를 마련한 후 별도
의 근거 법 제정 추진을 시도하였고,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에는 ‘사
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에 의한 사
회서비스 품질 평가가 시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품질관리 전담 기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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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그 성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하나인 사회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 등
장하여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012년의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의 양적 확충에 치중했던 그동안의 정책 지향과
는 다르게 그렇게 창출된 일자리가 과연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인지
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종사
자의 근로 여건 개선은 현재의 정책과제에도 제시되어 있으며 사회서비
스 정책 추진에서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근로 여건 개선 이외에 문재인 정부의 사회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은 이전 시기만큼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과제 아래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장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에도 긍정
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외 11인, 2008. 5. 4. 발의)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
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주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하고, 사회서비
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별로 ‘사회서
비스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주로 대인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의 일차적 제공

1)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사회서비스공단’은 현재 ‘사회서비
스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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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제공 인력에게 공공 차원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리 체계를
갖춤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1-4〉 정권별 사회서비스 정책의 세부 내용: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구분

세부 내용

노무현 정부
(2007)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질 수준 보장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사회서비스 표준관리, 질 수준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서비스 국가 표준 설정 등 품질 평가의 근거 마련
후 별도의 근거 법 제정 추진

이명박 정부
(2008~
2012)

－(’08, ’09) 사회서비스 국가 품질 기준 마련,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08, ’09)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전문성 제고, 자격 관리 체계 정비
－(’08, ‘10) 사회서비스 품질 전담 기관 설립 검토(’08), 사회복지서비스 평
가감독원 설치 검토(’10)
－(’08, ’09, ’10) 법률 제정을 통한 품질관리 기반 마련
‧ (가칭) 전자바우처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08)
‧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안) 제정 추진(’09)
‧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정(’10)
－(’12)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박근혜 정부
(2013~
2017)

－(’13,’ 14, ’15) (가칭)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사업 지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13,’14)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전담기구(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 설립 추진
－(’13)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14, ’16) 사회서비스 공통 품질 최저 기준 설정
－(’15) 평가 체계 개선
‧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품질 평가 시행
‧ 품질관리협의체 구성‧운영 및 평가 제도 개선 추진
－(’15)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16) 돌봄 서비스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문재인 정부
(2017~)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향상
‧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종합 대책 수립을 통한 임금체계 합리화,
안전‧권익 보호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분야별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사회서비스진흥원 위탁‧활용 등 관리 강화
‧ 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등 민간 기관 서비스의 품질
관리 강화 등

자료: 1)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 박세경 외. (2016). 사회서비스정책진단과 고도화 전략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
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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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2008a). 2008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2009a). 2009 보건복지가족부 연두 업무보고.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2009). 주요 현안 및 사업추진 계획.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2008). 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
가족부.
－ 보건복지부. (2007). 2007 연두업무보고.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0b).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2a). 2012년 업무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3a). 2013년 업무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4a). 2014년 업무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2010a). 2010년 사회복지정책실 업무보고(안). 서울: 보건
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2010b). 2011년 장관보고자료.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2013).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4a).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4b).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2015).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2)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내용은 세부 추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부처합동. (2018a)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안건-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의 pp. 3-4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4. 소결
이제까지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추진된 사회서비스 정책의 주요 내용
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발굴 및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확충) 및 산업화,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동안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거치기보다는 지속
적으로 같은 논의들과 정책과제들이 반복해서 제시되었다. 이는 정책 추
진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 부처 차원에서 수립하는 성과관리 시행계획
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지난 10년간 정책의 성과 목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표 2-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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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정권별 사회서비스 정책의 성과 목표 변화(2007~현재)
구분
노무현 정부
(2007)

성과 목표
(’07)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

이명박 정부
(2008~2012)

(’08)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
(’09~’10) 복지서비스 시장 창출을 통한 국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
(’11~’12) 복지서비스 시장 창출과 일을 통한 복지 확대

박근혜 정부
(2013~2017)

(’13)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14) 맞춤형 복지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15~’16)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문재인 정부
(2017~)

(’17)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자료: 1)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성과목표는 다음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 박세경 외. (2016). 사회서비스정책진단과 고도화 전략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
회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2008b). 2008년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2009b).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서울: 보건복지
가족부.
－ 보건복지부. (2010a). 201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1). 2011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2b). 2012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3b). 2013년도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4b). 2014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5).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6a). 2016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2) 보건복지부. (2017c). 2017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세종: 보건복지부.

이러한 사회서비스 정책 내용상의 제자리걸음은 정책 도입 초기 일자
리 확충 전략으로서 사회서비스를 강조한 영향이 지속된 것뿐만 아니라,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이후 제3조 제4항의 정의에 따라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관점과 정책적 실행력을 갖
추기 위한 집행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서비스 정책 도입 초기인 노무현 정부 시기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사회통합
을 증진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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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갖고 사회서비스를 정책 전반
에서 강조하였다(보건복지부, 2007). 이에 따라 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
지부가 아닌 기획예산처에 사회서비스 향상 기획단이 한시적인 형태로라
도 구성되었고, 관계 부처별(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노동부)로 사회서
비스 확충 전략을 수립하고 공유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였다. 사회서비스의 정의가 헌법과 개별법을 중재하는 기본법
상에서 통일되기 전의 상황이지만 현재 기본법상에서 포괄하는 사회서비
스 영역을 아우르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회서비스 정책은 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확대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계획,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 집행
체계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었기에 사회보장기본법상에서 언급한 분야
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여전히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 정의에 근거하여 현실
을 진단하고 범부처 차원의 사회서비스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사회보장위원회 제16차 회의 안건 심의
자료로 제출한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관계부처합동, 2018a)’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양적인 성장 이면에 존재했던 사회서비스 보장의 사각지대와 지역 간 격
차, 공급·이용 체계의 공공성과 통합성 부족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사회서비스 발전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토록 제안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보장성 자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와 실질적
추진 체계 구축의 기반을 다지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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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서비스 개념 및 범위 논쟁
사회서비스의 보장성을 범부처 차원에서 논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는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합의된 개념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후 그 성격과 범위에 대한 논쟁
이 정책 영역과 학계에서 지속되었으나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는 현재까지도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다른 사
회 정책 영역과 비교하여 사회서비스 정책이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법률적 개념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보면, 관련법들이 사회서비스를 모
두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명
시하고 있는 법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권리에 관한 법(약칭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과 사
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이 광의로 정의되는 반면, 사회
서비스 이용권법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한정
된 협의로 정의된다.
사회보장기본법상에서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
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제3조 제4항)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기 전, 법률에서 사회서비스를 정의
한 것은 2007년도에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이었다. 이 법에서도 사회
서비스의 개념은 광의로 정의되는데 사회서비스의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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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그러하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정의)의 제3호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의
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에는 보육 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문
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등이 포
함된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서비스 정의가 포함된 것은 2012년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후이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되었으나, 전면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로 대체되었고, 그 목적과 범위가 확대
되었다.2)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제도의 틀로 명
문화하고 개념을 명시한 것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
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기획과 전달 과정 조정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
여, 효율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박세경, 이정
은, 신수민, 양난주, 2013).
그러나 법에 규정된 개념을 적용하여 정책 관리 대상으로서 사회서비
스 영역 설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 공
공부조와 구분된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 보
장과 서비스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의 두 가지 기능을 기준으로 보면 사회
보험, 공공부조 내의 서비스도 사회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어 ‘서비스’ 영
역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 예컨대 사회보험으로 분류되는 노인장기요
양보험의 재가급여나 공공부조의 자활근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사
회서비스의 정책 목적을 기준으로 보면, ‘인간다운 생활 보장’, ‘삶의 질
향상’과 같이 사회보장 전반의 정책 목적과 구분되지 않고 추상적 성격을
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개념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남찬섭(2012)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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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험과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
공부조의 정의와도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가
취약계층으로 대상이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던 ‘복지’ 영역에서 ‘보건의
료,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하는 정책 영역으로 광범위하게 확
대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과 수단은 상담, 재활, 돌봄 등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적합한 내용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어 문화, 환경, 주거 등 전통
적 사회복지 영역이 아닌 분야의 핵심 기능과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강
혜규 외, 2017).
더구나 이후 제정된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의 정의보다는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의 범
위가 축소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
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만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국
민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
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 목적과 비교했을
때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강혜규 외, 2018). 특히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노인 돌봄 서비
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돌봄 기능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전자바
우처로 제공되면서 사회서비스는 곧 전자바우처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
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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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사회서비스 관련 법에 나타난 개념 정의와 범위
관련 법령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

－제2조(정의)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
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
비스를 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령 시행령)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보육 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
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
리 서비스,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사회보장
기본법
(2012)

－제3조(정의)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
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2012)

－제2조(정의)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
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
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
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자료: 각 법령별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에서 2018. 5. 20. 인출.
－사회적기업육성법, 법률 제11275호 (2012).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 법률 제15445호 (2018).

이로 인해 학계에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는 것이
하나의 도전 과제로 남겨지고 있다(김은정, 박세경, 김형용, 2008). 기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사회 정책의 영역과 구분이 불가능한 광의의 사회
서비스부터 돌봄 중심의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만을 포함하는 최협의의
사회서비스까지, 연구 또는 정책 설계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층위에서 사
회서비스의 개념 정의가 이루어진다.3) 윤영진 외(2011, p. 21)는 사회서

3) 사회서비스 개념 논의는 윤영진 외(2011)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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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이론적 개념 정의는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 연구 및 정책 설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언급한다. 또한 개념의 유형화는 용어와 속
성 범위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을 뿐, 인위적 유형화가 초래하는
개념 논쟁은 피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결국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범위는
논의가 진행되는 정책적 맥락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산업적 영역을 설정하거나, 관련 통계 구
축, 타 법률 및 관계 부처의 통합적 정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을 넘어서는 광의의 개념화가 유용하다고 설명한
다(박세경 외, 2013). 본 연구는 범부처 사회서비스의 보장 현황을 진단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광의의 사
회서비스 개념을 준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3절 사회서비스 보장성 논의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의 보장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지난 10년
간 사회서비스 부문의 양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영역에서 사회
서비스의 보장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진한 상태이다. 그간 보장
성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개념에 대한 합의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보장성을 논
하려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선
행되어야 하지만, 전술된 바와 같이 학계 전문가뿐 아니라 정책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개념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둘째, 정책적 측면의 사회서비스 정책 기조 및 방향 설정에서도 보장성
은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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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에 담긴 주요 키워드는 ‘사회서비스 발굴 및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으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와 일
자리 정책의 맥락에서 부각된 측면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본질적 서비스로서의 사회서비
스 확대라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사회서비스 확대라
는 목적이 강했다. 따라서 이용자 관점에서 보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서야 정부는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의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말하는 보장성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사회
보장기본법에 ‘사회서비스 보장’이라는 문구가 명시되기 했으나 그 의미
는 쉽게 해석되지 않고, 기존 연구에서 개념적 정의를 찾기도 용이하지
않다.
실제 보장성이라는 용어는 사회서비스가 아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정
책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국민연금 보장성’, ‘건강보험 보장성’,
‘소득 보장성’ 강화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때 보장성은 주로 사각지대
의 개념과 연결된다. 사각지대는 <표 2-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책 영
역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크게는 적용 대상 및 범위와 급여 수준
의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적용 대상, 적용 범위의 사각지대는
법 규정에서부터 제도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적 배제(예: 적용
제외자)와 법적인 의미에서 제도에는 포괄되어 있지만 이용에서는 제외
되는 실질적 배제(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수급권 배제자)를 포함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급여 수준의 사각지대는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해
당 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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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보장성 논의: 사각지대 개념
구분

사회보장 영역

이준영
(2005)

건강보험

신현웅
(2009)

건강보험

석재은
(2003)

국민연금

구인회‧
백학영
(2008)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김원섭
(2013)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념



대상 포괄성: 건강보험 체납자 배제
급여 충분성: 건강보험 비급여




자격 측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배제, 건강보험
체납자 배제
보장성 측면: 의료보장률, 긴급의료지원




적용 범위 보편성(universality)
급여 수준의 적절성(adequacy)




적용 대상(program eligibility)으로부터 배제
적용 범위(program coverage)로부터 배제: 보험료
미납자, 체납자의 급여 수급권 배제
급여 비수급자





적용 사각지대: 내적 사각지대(보험료 미납자), 외적
사각지대(적용 제외자)
급여 사각지대: 급여 불충분

자료: 노혜진. (2016). 한국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실태. 사회복지연구, 47(1), 179-204.에서
pp.181-182 내용 수정 및 연구자가 보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영역에서 보장성 논의가 사회서비스 영역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제도가 지닌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보험은 제도 설계상 전 국민, 공공부조는 특정 소득 기준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규모를 파악하기가 용이
하다. 또한 현금 형태로 급여가 제공되어 급여 수준을 판단할 때 일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사회서비스는 정책 대상이 상이한 인구집단
을 포괄하고 급여 또한 현금, 현물,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기 때
문에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동일한 접근 방법을 취하기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관련 근거 자료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영역과 비
교하여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사회서
비스 분야에서는 실증자료를 집적․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박세경 외, 2015,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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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타 사회보장 영역에서 논의되는 사각지대의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서비스의 보장성을 정의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사
회서비스를 어느 수준으로 보장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이다.
우선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서비스 관련 규정을 통해 정책 설
계 측면에서의 보장성 판단이 가능하다. 첫째, 누구에게 어떤 사회서비스
를 보장해야 하는가는 적용 대상 및 적용 범위와 관련된 질문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서비스 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욕구와 관련해서
는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
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한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의 의무를 규정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충족되어
야 하는 기본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서비스가 ‘보편주의
(universalism)’의 원칙에 입각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와 접근성 보장이 중요해진
다. 동시에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명시함으로
써 특정 집단의 취약성에 대응할 수 있는 선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
공도 강조하고 있다. 서비스 영역은 복지뿐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포괄
해야 한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이라는 제한 규정으로 인해 정책 기획
자 입장에서는 욕구를 측정하는 요건 및 산정 기준이 필요하며, 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장 가능한 범위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사회서비
스 제도가 보편주의의 틀 안에서 선별주의 원리를 함께 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Thompson & Hoggett, 1996).
둘째, 어느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는가는 사회서비스의 보장 수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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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준과 관련된 질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은 “인간다운 생활
의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서비스의 정책 목적과 연계시켜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은 ‘최저 선 이상의 적정 수준’ 보장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적정 수준은 추상적 권리의 개념으로 욕구는 상대적이
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자의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보장 수준에 대해 합의된 규정은 없으
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계측 또한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는 지역 단위
에서 이루어진 ‘(시민) 복지 기준선’ 설정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복지 기
준선 연구는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경기, 충
남, 전남, 세종 등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완
주, 청주 등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각 지역은 복지 기준선
설정의 원칙을 마련하고 주요 영역별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선을 제시하
고 있는데, 소득 영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회서비스 영역과 중첩된다
(<표 2-3-2> 참조). 다만 영역별 구성 및 내용은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
예컨대, 부산을 제외하면 문화, 환경 등 전통적 사회복지 외의 영역은 독
립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최저,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
면, 경기도의 경우 정책 목표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거와 돌봄 영역을 제외하고 추상적 수준에서 제
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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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지자체 복지 기준선 연구에 나타난 보장성 논의: 주요 영역
지역(연도)

영역

서울(2012)

소득, 주거, 돌봄(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가족 돌봄자의 권리), 건강, 교육

부산(2015)

(시민복지 기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고용
(생애주기 기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동네생활복지 기준) 소득, 고용, 돌봄, 건강, 교육, 주거, 생활 여건, 안전, 공동체

광주(2015)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대전(2016)

소득, 주거, 돌봄(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가족),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경기(2017)

소득, 일자리, 주거복지,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건강, 복지 인프라

충남(2013)

보건복지 총괄, 저출산․고령화, 보육․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가족, 보건․
의료․식품안전

전남(2017)

복지 인프라, 돌봄(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출산, 가족․다
문화)

세종(2015)

복지서비스,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전북 완주군
(2015)

소득, 모성(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자료: 지자체 복지 기준선 연구의 주요 영역은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함.
1) [서울] 김경혜, 김연명, 이미라, 이혁준, 허선, 김미곤, . . . 김범중. (2012). 서울시민 복지기
준 설정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2) [부산] 초의수, 이재정, 이신정, 김이배, 박경하, 서옥순, . . . 최윤정. (2015). 부산시민복지
기준 수립 연구.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3) [광주] 양철호, 김경호, 이용교, 이형하, 조준, 조지현, . . . 정은진. (2015). 광주시민복지기
준 설정을 위한 연구. 광주: 광주광역시,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4) [대전] 대전발전연구원. (2016). 대전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발전연구원.
5) [경기] 김희연, 민효상, 최조순, 유병선, 김춘남, 이병화, . . . 임선영. (2017).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 경기복지재단.
6) [충남] 김승권, 김동진, 이윤경, 황주희, 황남희, 박선민, . . . 이소라. (2013). 충청남도 복
지·보건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 서울: 충청남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전남] 김승권, 김선, 김희진. (2015). 전남복지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기초연구. 전남:
전남복지재단.
8) [세종] 김미곤, 정경희, 강혜규, 고경환, 여유진, 이태진, . . . 이병재. (2015). 세종시민 복지
기준 수립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전북 완주군] 전라북도완주군, 전주비전대학교산학협력단. (2015).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완주군민 복지기준선 설정 용역. 전북: 전라북도완주군, 전주비전대학교산학협력단.

세종

서울

지역

∙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0% 수준

최저
기준

적정
기준

∙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30% 이하

적정
기준

-

-

∙ 국내 최고의 건강
수준을 누리고,
건강 형평성을
향유

∙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
보장
∙ 고용 안정성 향유

∙ 자주적 생활
능력과 시민의
자질을 형성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
여건 및 복지 지원
향유

∙ 거주 지역, 소득에
관계없이
복지서비스를 가구
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향유

∙ 법령에 규정된
복지서비스를 10분
이내에 보장

∙ 기본적 생계가
가능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
보장
∙ 고용 형태로 인한
차별 금지

∙ 경제적, 지역적
여건에 관계없이
기본적 교육을
받을 동등한 기회
제공

∙ 경제적, 지리적
문제로 필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수준

-

복지서비스 / 인프라

-

-

고용(일자리)

-

∙ 평생에 걸친 질
높고 균등한 교육
경험 보장

∙ 법정 교육
기본권의 보장

교육

∙ 서울시민 건강
수준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향상
∙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

∙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30% 이하
∙ 4인 가구 주거
공간 43㎡ 이상

∙ 돌봄 서비스는
10분 이내 거리
접근 가능
∙ 돌봄 인력 수, 자격,
처우 등 품질
OECD 평균 수준

∙ 경제적, 지리적
장벽과 무관하게
예방,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

∙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가구 소득의
10% 이내 지출로
공공 책임하에 돌봄
서비스 이용

영역
건강(의료)

돌봄

주거

∙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5% 이하
∙ 4인 가구 주거
공간 54㎡ 이상

최저
기준

복지
기준

〈표 2-3-3〉 지방자치단체별 복지 기준선의 영역 및 내용: 서울, 세종,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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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기준

최저
기준

복지
기준

영역
건강(의료)

∙ 2030년까지 노인 자살률
OECD 상위 10개국 평균
수준인 노인 인구 10만
명당 34명 수준 감소

∙ 노인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전국 평균(64.2명)
수준으로 감소

∙ 만성질환 발병률 31개
시‧군 중 가장 낮은 비율
이하로 감소

∙ 노인
－돌봄 서비스 평균
∙ 만성질환 발병률을
이용률 19.4% 이상
경기도 평균 수준으로
－돌봄 비용 부담 노인 가구
감소
월 소득 15.8% 미만
∙ 노인 자살률을 인구
∙ 장애인
10만 명당 평균(73.8명)
－돌봄 서비스 이용률 20% 유지
수준으로 감소
－돌봄 비용 부담
월 소득 8.4% 미만

돌봄

∙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률
∙최저주거기준(주택법 5조의
35.8% 이상
2 규정에 의해 정해진 면적,
－돌봄 비용 부담 노인
방수, 설비 기준 근거) 미달
가구 월 소득 7% 미만
가구 4.7% 이하로 감소
∙ 장애인
∙ 주거비 부담(임차 가구의
－돌봄 서비스 이용률
소득 대비 임대료 지출 비
40.1% 이상
율) 25.0% 이하
－돌봄 비용 부담
월 소득 5% 미만

-

주거

자료: 1) 김경혜 외 (2012).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2) 김미곤 외.(2015). 세종시민 복지기준 수립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희연 외(2017).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 경기복지재단.

경기

지역

〈표 2-3-3〉 (계속) 지방자치단체별 복지 기준선의 영역 및 내용: 서울, 세종, 경기

교육

∙ 15.5명당
장애인복지관 1개소
설치

∙ 2만 명당 노인복지관
1개소 설치

∙ 16.4만 명당
사회복지관 1개소
설치

복지서비스 / 인프라

∙ 12.7만 명당
사회복지관 1개소
∙ 노인 고용률 전국
설치 (90개소)
수준(30.2%) 달성
∙ 1.5만 명당
∙ 장애인 고용률
노인복지관 1개소
강원
설치(79개소)
수준(3.5%)으로
∙ 1만 명당
높은 수준 달성
장애인복지관 1개소
설치(41개소)

-

고용(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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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보장성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사회서
비스 사각지대와 보편성 논의에서 일부 다루어지기는 하였다. 노혜진
(2016)의 연구는 2013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대상의 포괄성과 급여의 충분성 두 가지 측면
으로 검토한다.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 비율을 대상의 포
괄성으로, 서비스 이용 시간과 희망 시간의 격차를 급여의 충분성으로 진
단하고, 보건의료와 고용 지원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가 필
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김효정, 권혁주(2013)는 사회서비스 제도화 수준
이 가장 높은 노인 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설계-집행-결과적 측면에
서의 사회서비스의 보편성을 평가하였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각
지대의 논의와 내용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 설계 측
면에서 욕구가 발생한 경우, 시민권에 기반하여 누구나 사회서비스를 받
을 수 있는 법적 보장이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이는 적용 대상의 포
괄성과 연결된다. 정책 결과적 측면에서 서비스 욕구가 있을 시 이를 제
공받고, 서비스 전달을 통해 그 욕구가 해소될 정도로 충분한 수준을 제
공받는가는 급여 수준의 충분성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행정적인 재량이 작용하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도록 집행
과정이 설계되었다면, 보편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상용
외(2010)는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대상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유형을 규명하고 각 서비스양의 최저 기준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최저 기준은 적용
대상과 급여 수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는데, 욕구가 있는 대상 집단
의 실제 서비스 제공 범위(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종류)와 개별 서비스의
최소 제공 시간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요약하면, 사회서비스의 보장성은 적용 대상, 적용 범위, 급여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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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요소로 검토될 수 있으며, 각 요소는 정책적 측면과 이용자 측면
으로 분류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이에 제3장과 제4장은 범부처 사회서비스
의 보장 현황을 정책적 측면과 이용자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제

3

장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 진단(I)
: 정책적 측면

제1절 개요
제2절 분석 자료
제3절 분석 결과

3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 진단(I) <<
: 정책적 측면

제1절 개요4)
본 장에서는 정책적 측면에서의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의 보장성 현
황을 진단하였다. 보장성 진단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정책 설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욕구가 있는 모든 영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설계되었는지, 적용 대
상과 사업 범위의 포괄성에 초점을 두고 현황 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정책 결과의 측면에서 실제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의 규모와 지
출 수준을 아시아개발은행이 개발한 사회보호지수(SPI: Social Protection
Indicator)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2장에서 논의된 적용 범위와
급여 수준의 두 가지 보장성 개념과 연결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장 3절
에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집행자 관점에서 부처별 사회서비스 담
당자의 사업별 보장성 인식 수준을 분석하였다.
보장성 분석 단위는 개별 사업이 아닌 생애주기별, 기능별 사업군으로,
이는 공통의 대상에 대한 공통의 위험(욕구)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능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업군 분석은 개별 사
업이 대상에서 제외한 집단을 포함하여 보호가 필요한 모든 집단에 대해
사회서비스 제도가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용
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강신욱, 강혜규, 노대명, 이현주, 이병재, 2015).
4) 본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유사 주제 연구 수요가 발생하여, 범부처 행정
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의 협조하에 두 연구과제 공통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활용에 대한 부처와의 논의가 진행되어, 본 장의 연구 결과를 보건복지부 보고서(강
혜규 외, 발간 예정,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 수립지원 연구)에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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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 자료
1. 조사 개요 및 절차
분석을 위해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
상은 사회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8개 부처(청) 내 사업별 담당 공
무원으로, 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의 협조하에 2018년 4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사회서비스 조사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우
선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각 부처별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사회
서비스정책과의 협조로 취득한 2017~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세
출 각목 명세서의 내용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병행하여 확인
하였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연도별 부처별 사업 예산과 내용을 확
인할 수 있으나 부처 차원에서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만이 포함되므
로 실제 모든 사업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세입세출예산
서는 모든 부처가 공통된 양식으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누락될
가능성이 적다.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부처별 세입세출예산서 내 세출
각목 명세서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 사업의 목록화를 진행하였다. 〔그림
3-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 대상 사업 단위는 세부사업 또는 내역
사업으로 분류된다. 행정조사는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의 보장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분석 기준이 되는 서비스 영역(욕
구) 또는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대상 분류가 가능한 사업 단위를 기준으
로 목록화하였다.
사회서비스 사업의 판단 기준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복지, 보
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영역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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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
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 중 소득
보장 성격의 사업, 기능 보강(시설 증축, 개보수 등) 사업, 연구개발 사업,
인프라 구축(시설 설치, 확대 등) 사업은 제외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 대상자에게 서비스(또는 프로그램)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자
를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하였다. 연구진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
취하여 최종 선정한 조사 대상 사업은 313개이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사
업 담당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업 단위의 조
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총 269개 사업이 분석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그림 3-2-1〕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행정조사: 부처별 세출 각목 명세서의 구성
‘기금,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예산 출처 구분1)

계정명

(예산 출처 구분2)
분야
부처별 사업
목록화를
위해
확인한 사항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아래 칸에 기재된 사항

내역사업
1.
가.
2,
가.

주: 각 부처별 세입‧세출 예산 각목명세서의 구성을 확인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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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행정조사 절차
1단계

2단계

－부처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 및 기금운
용계획 자료 취합(2017~2018)
∙ (세입세출예산서) 세출 각목 명세서
를 통해 사업명 확인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내용 등
확인

－(1차) 세출 각목 명세서 기준으로 조사 대
상 사업 목록화
－(2차) 연구진 및 각 분야 전문가 의견 청
▶
취 후 조사 대상 사업 확정(17개 부처
(청), 313개 사업)

3단계

4단계

－조사 항목 구성
∙ 기초 현황 조사
∙ 보장성 인식 조사
－부처별 조사 양식 전달 및 조사 진행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협조하
에 진행)

－응답 결과 취합
－최종 분석 대상 사업 확정 및 분석 진행
∙ 부처별 사업부서의 의견(사업 내용,
사업 통‧폐합 등)을 고려하여 분석 대
상 사회서비스 사업 최종 선정(269개
사업)

▶

부처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9개 사업 중 보건복지
부 사업이 88개(32.7%), 여성가족부 사업이 45개(16.7%), 고용노동부
사업이 38개(14.1%)로, 3개 부처의 사업이 전체의 63.5%를 차지한다.
사회서비스 사업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보건복지부였으며,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뒤를 이었다(<표 3-2-2> 참조).
〈표 3-2-2〉 조사 대상 사업 수, 최종 분석 대상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단위: 개, %, 천 원)
부처명
전체
경찰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최종 분석 대상
사업 수2)

조사 대상
사업 수1)

N

313

예산액3)

%
269

100.0

15,714,361,342

1

1

0.4

24,082,000

41

38

14.1

2,349,658,000

4

4

1.5

12,808,000

15

13

4.8

3,962,97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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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 천 원)
부처명

최종 분석 대상
사업 수2)

조사 대상
사업 수1)

N

예산액3)

%

국가보훈처

20

16

5.9

기획재정부

1

1

0.4

658,254,000
20,468,000

농림축산식품부

8

10

3.7

567,599,000

문화체육관광부

19

17

6.3

323,651,000

방송통신위원회

1

1

0.4

2,858,000

법무부

14

9

3.3

94,317,000

보건복지부

98

88

32.7

6,873,464,781

5

3

1.1

50,222,000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9

7

2.6

190,264,000

57

45

16.7

524,735,281

통일부

9

7

2.6

28,569,200

해양수산부

5

5

1.9

19,401,000

행정안전부

3

1

0.4

216,000

환경부

3

3

1.1

10,820,000

여성가족부

주: 1) 조사 대상 사업 수는 연구진이 최종 확정하여 부처별 조사를 실시한 사업 수를 의미함.
2) 최종 분석 대상 사업 수는 조사 진행 결과 부처별 담당 사업 부서의 의견(사회서비스 사업 부
합성, 사업 단위 조정 등)을 고려하여 분석 진행 시 최종 반영한 사업 수를 의미함.
3)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지원’은 예산 확인이 어려워 예산액 분석에서는 제외됨.

2. 조사 항목
조사 항목은 사회서비스 사업 기초 실태조사와 보장성 관련 사업 담당
자의 인식 조사로 구성되었다. 첫째, 사업 기초 실태조사는 현행 사업의
목적 및 기능, 지원 대상, 지원 형태, 지원 규모, 예산, 전달체계로 구성되
었다. 둘째, 보장성 인식 조사는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공
적 책임성, 사업 확충의 필요성 및 확충 필요 이유, 확충 방식 및 규모, 신
규 사업 도입 및 개발 계획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사업 현황 파악을 위
해 조사된 항목은 <표 3-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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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행정조사의 조사 항목 구성
조사 항목

세부 내용

기본 사항

사업 목적
및 기능

소관 부처, 담당 부서, 담당자

사업 목적

사업의 주요 목적

법적 근거

사업 수행 근거 법령

사업 기능
(13개 유형)

지원 대상

보육, 돌봄(아동), 돌봄(성인), 교육, 신체건강, 정신건강
(정서 지원/상담), 문화 및 여가, 위기 지원 및 권익 보장
(학대, 폭력 등), 고용(일자리 창출, 고용 지원), 주거(주
택 개선), 재활 및 자립 지원, 통합서비스 지원(사례관리,
복합 지원 등)
사업 수혜 대상

대상 선정 기준 소득, 연령, 질환, 장애 등급 등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성인(청년+중
장년+노인), 전 연령

소득 기준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차상위, 중위소득 기준 ○%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등), 소득 기준 없음, 기초수급
자 및 차상위

대상 특성

장애인, 산재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입양가구, 다문화가
구, 한부모가구 등

급여 내용

서비스의 종류, 제공 방법

사업 대상

기초
현황
조사

서비스
내용
및 예산

예산 지원
및 급여 형태

이용자 지원-현금, 현물, 바우처
공급자 지원-시설 운영, 사업(프로그램) 단위 지원, 인건
비 지원, 시설 설비 등 지원

예산

2017년 예산 기준으로 세출 각목 명세서상의 사업 단위
를 참고하여 기재

재원

일반회계, 특별회계(명), 기금(명)

이용자 수
이용 가구 수

(개인 단위 지원) ’17년 기준 실인원
(가구 단위 지원) ’17년 기준 실이용 가구

지원 기관(시설)
지원 규모 서비스 이용자 (기관 단위 지원) ’17년 기준 실인원
수
지원 단체
서비스 이용자 (단체 단위 지원) ’17년 기준 실인원
수
공적 책임성
보장성
인식
조사

사업 확충 필요성
사업 확충 방법
확충 규모
신규 사업 도입 계획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수준에 대한 인식
사업 확충 필요 여부 및 이유
사업 확충 방법
이용자, 제공 기관, 제공 인력, 필요 재원 규모
신규 개발, 도입 추진 중인 사업 유무 및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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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 결과
1. 정책 설계 측면: 적용 대상 및 사업 범위의 포괄성 분석
정책 설계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보장성을 가장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
는 기준은 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영역에 고르
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행정조사 자료의 사업 대상
과 사업 기능, 서비스 내용 및 급여 형태 항목을 활용하여 적용 대상 및 사
업 범위의 포괄성을 진단하였다.

가. 적용 대상 포괄성
우선 적용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사업 현황 진단을 위해 범부처 사회
서비스 사업이 생애주기별로 보편적 대상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보았
다.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의 분석 결과는 <표 3-3-1>과 같다.
생애주기의 구분은 사업지침에 나타난 지원 대상 요건을 기준으로 정리
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세분류 작업 후,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으로 중분류하였다. 연령 기준이 복수의 중분류에 걸쳐 있는 경우, 주된
연령 대상이 속해 있는 분류체계로 구분하였다. 성인 대상 사업의 경우
대부분 연령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지침상에 제시된 서
비스 제공 내용을 근거로 대상 생애주기를 재정의하였다.5)
중분류 기준으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 전체의 38.3%(103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성인(27.1%, 73

5) 예를 들어, 고용 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 대상자 연령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경
제활동인구집단 또는 고등학교 학령기 이후 인구집단이 주 사업 대상이므로 성인으로 분
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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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아동·청소년(21.9%, 59개), 노인(8.6%, 23개), 영유아(4.1%, 11개)
대상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사업 예산액을 살펴보면
영유아 대상 사업이 약 7조 2000억 원으로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사업
수는 적으나 예산 규모는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유아 대상 사업
다음으로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성인 대상 사업이다(약 3조 3000억 원).
예산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은 노인 대상 사업으로 예산액은 약 1조
3000억 원이었다.

〈표 3-3-1〉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단위: 개, %, 천 원)
중분류

세분류

269
(100.0)

전체

영유아

신생아

2

만 0~2세(영아)

1

만 0~5세(영유아)

7

만 3~5세(유아)

1

만 12세 이하(어린이)

4

만 7~12세

4

만 10~15세(초등 4~중등 3)

1

만 7~18세(초중고)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만 13~18세(중고등)
만 19세 미만
만 9~18세
만 9~24세(청소년)

1
4

11
(4.1)

7,174,733,000

59
(21.9)

1,016,620,080

73
(27.1)

3,338,463,533

1
15
1

만 7~29세

1

만 6~64세

1

만 15~29세(대학생)

15,714,361,342

9
18

만 11~18세

만 15세 이상
성인2)
(청년, 중장년) 만 16세 이상

예산액1)

사업 수

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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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 천 원)
중분류

노인

전 생애

세분류
만 18세 이상

6

만 19세 이상

52

만 30세 이상

1

만 40세 이상

1

만 50세 이상

1

만 55세 이상

1

만 65세 미만

1

만 60세 이상

4

만 65세 이상

18

만 75세 이상

1

전 생애
(6세 이상 포함)

예산액1)

사업 수

103

23
(8.6)

1,308,087,360

103
(38.3)

2,876,457,369

주: 1)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지원’은 예산 확인이 어려워 예산액 분석에서는 제외됨.
2) 경제활동인구 나이를 고려하여 만 15세 이상을 성인으로 중분류함. 연령 기준이 중분류에 걸
쳐 있는 경우 주된 대상 연령이 속해 있는 분류 체계로 포함함.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소득 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사회서비스 사업이 보편적 또는 선별
적 성격으로 설계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표 3-3-2>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보편적으
로 제공되는 사업이 전체 269개 사업 중 74.4%(200개)를 차지하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특정하는 사업은 전체 사
업 중 약 7.5%(2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특정 소득 기준을 적용
하여(예: 기준중위소득 120%, 150%, 160% 이하 등) 저소득층 중심의 서
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은 전체의 17.5%(47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산
액 기준으로 보면, 소득 기준이 없는 사업의 예산액이 약 13조 7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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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소득 기준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단위: 개, 천 원)
사업 수

소득 기준

N

전체

예산액1)

%
269

100.0

8

3.0

131,864,451

저소득층 전체

47

17.5

1,433,019,613

소득 기준 없음

200

74.4

13,663,560,698

12

4.5

393,943,580

2

0.7

91,973,000

기초수급

기초+차상위2)
3)

일반+저소득층(기초,차상위)

15,714,361,342

주: 1)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지원’은 예산 확인이 어려워 예산액 분석에서는 제외됨.
2) ‘기초+차상위’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특정하는 경우를 의미함.
3) ‘일반+저소득층(기초,차상위)’은 사업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소득 기준이 다를 경우를
의미함.

생애주기별로 소득 기준 적용 사업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3-3-3>
과 같다. 분석 결과, 소득 기준이 없는 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생애주기는
성인기(84.9%), 가장 낮은 생애주기는 노인기(52.2%)로 나타났다. 즉,
노인기의 사회서비스 사업이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소득 기준에 따른 선
별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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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소득 기준
(단위: 개, %)
생애주기
소득 기준
전체
기초수급
저소득층 전체
소득 기준 없음
기초+차상위
일반+저소득층
(기초,차상위)

영유아
11
(100.0)
1
(9.1)
3
(27.3)
7
(63.6)
0
(0.0)
0
(0.0)

아동
청소년
59
(100.0)
2
(3.4)
15
(25.4)
41
(69.5)
0
(0.0)
1
(1.7)

성인
(청년∼)
73
(100.0)
2
(2.7)
6
(8.2)
62
(84.9)
3
(4.1)
0
(0.0)

노인
23
(100.0)
1
(4.4)
6
(26.1)
12
(52.2)
4
(17.4)
0
(0.0)

전 생애
103
(100.0)
2
(1.9)
17
(16.5)
78
(75.7)
5
(4.9)
1
(1.0)

전체
269
(100.0)
8
(3.0)
47
(17.5)
200
(74.4)
12
(4.5)
2
(0.7)

한편,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특수욕구를 가진 대상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어 있어 서비스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상자 선정 기준에 특수욕구 요건이 반영된 사업을 분류하였
다. 특수욕구는 장애, 보훈, 산업재해, 새터민, 다문화, 외국인, 한부모,
여성, 노숙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이에 따른 생애주기별 사업 현황 분포를
살펴보면 <표 3-3-4〉와 같다.
영유아 대상 사업에서는 특수욕구로 구분되는 사업은 확인되지 않았
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에서는 전체 59개 사업 중 20%가량이 특수욕
구를 가진 경우 이용이 가능했고, 특히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11.9%로 해당 생애주기의 특수욕구 중에서는 비중이 큰 편이었
다. 성인 대상 사업은 특수욕구를 가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46.6%(전체 73개 사업 중 34개 사업)로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많은 편이
었다. 성인 대상 사업에서는 특히 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비율이 높았고(19.2%, 14개 사업),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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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전 생애주기 중 장애인 대상 사업은
19.5%). 특수욕구 중 보훈은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성인과 노인에서 비율
이 높았는데, 성인 대상 사업에서는 13.7%(10개 사업)가 보훈 대상자를
위한 사업이었으며, 노인 대상 사업에서는 21.7%(5개 사업)로 나타났다.

〈표 3-3-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특수욕구
(단위: 개, %)
생애주기
특수욕구
전체
장애
장애+여성
보훈
산업재해
새터민
다문화
외국인+노숙인
한부모
여성
노숙인
특수욕구 해당 없음

영유아
1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1
(100.0)

아동
청소년
59
(100.0)
7
(11.9)
0
(0.0)
1
(1.7)
0
(0.0)
1
(1.7)
1
(1.7)
0
(0.0)
0
(0.0)
2
(3.4)
0
(0.0)
47
(79.7)

성인
(청년,
중장년)
73
(100.0)
14
(19.2)
0
(0.0)
10
(13.7)
4
(5.5)
0
(0.0)
0
(0.0)
0
(0.0)
0
(0.0)
3
(4.1)
3
(4.1)
39
(53.4)

노인
23
(100.0)
0
(0.0)
0
(0.0)
5
(21.7)
1
(4.4)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7
(73.9)

전 생애
103
(100.0)
19
(18.5)
1
(1.0)
1
(1.0)
0
(0.0)
6
(5.8)
2
(1.9)
1
(1.0)
3
(2.9)
4
(3.9)
0
(0.0)
66
(64.1)

전체
269
(100.0)
40
(14.9)
1
(0.4)
17
(6.3)
5
(1.9)
7
(2.6)
3
(1.1)
1
(0.4)
3
(1.1)
9
(3.4)
3
(1.1)
180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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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범위 포괄성
사회서비스 사업이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영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설
계되었는지 진단하기 위해 기능별 사업 분포를 살펴보았다. 사업 기능은
아동 돌봄(보육, 양육), 교육, 성인 돌봄, 일상생활 지원, 신체건강, 정신
건강, 가족 지원, 안전 및 권익 보장, 주거, 고용, 문화 및 여가, 통합서비
스 등 서비스 이용 지원의 총 12개의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복수의 기능
을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주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표 3-3-5>는 사업 기능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결과이다. 12개 기능
중 신체건강 기능 사업이 전체의 16.7%(45개)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 및
권익 보장 기능 사업과 고용 기능 사업이 각각 15.2%(41개)로 뒤를 이었
다. 한편, 사업 기능별 예산액은 아동 돌봄 기능 사업이 약 7조 5000억
원, 고용 기능 사업이 약 2조 4000억 원으로 사업 수 비율과 일치하는 패
턴을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안전 및 권익 보장 기능 사업의 경우 사
업 수는 많으나 예산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3-3-6>은 생애주기별 사업 기능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다.6) 먼저
영유아기 대상 사업은 아동 돌봄 기능 사업이 54.6%(전체 11개 중 6개)
였고, 신체건강 기능 사업이 36.4%(4개)로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은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능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
되어 있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사업 59개 중 아동 돌봄이
28.8%(17개)로 가장 많았고, 정신건강과 안전 및 권익 보장이 각각
13.6%(각각 8개)로 뒤를 이었다. 문화 및 여가 기능을 하는 사업에서는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13.6%, 8개). 성인 대상 사업 73개 중 50.7%(37개)
6) 생애주기별, 기능별 분류에 따른 사회서비스 개별 사업 목록은 부록을 참조.

62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는 고용 기능을 하는 사업이었다. 노인 대상 사업은 주로 성인 돌봄 기능
을 하는 사업에 분포되어 있으며(43.5%, 전체 23개 중 10개), 신체건강
이 17.4%(4개)로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안전 및 권익 보장 기능 사업의 비율이 26.2%로
가장 높았고(전체 103개 중 27개), 문화 및 여가 15.5%(16개), 주거와 서
비스 이용 지원이 각각 10.7%(각각 11개)로 나타났다.

〈표 3-3-5〉 기능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단위: 개, 천 원)
사업 기능

사업 수
N

예산액1)

%

전체

269

100.0

15,714,361,342

아동 돌봄(보육, 양육)

23

8.6

7,470,285,000

교육

13

4.8

68,706,080

성인 돌봄

15

5.6

1,466,818,000

일상생활 지원

11

4.1

653,550,000

신체건강

45

16.7

1,412,646,781

정신건강

21

7.8

223,117,000

가족 지원

3

1.1

163,478,000

안전 및 권익 보장

41

15.2

282,483,560

주거

13

5.2

703,562,145

고용

41

15.2

2,415,523,200

문화 및 여가

26

9.7

380,186,000

서비스 이용 지원

16

6.0

474,005,576

주: 1)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지원’은 예산 확인이 어려워 예산액 분석에서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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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사업 현황: 사업 기능
(단위: 개, %)
생애주기
사업 기능
전체
아동 돌봄
(보육, 양육)
교육
성인 돌봄
일상생활 지원
신체건강
정신건강
가족 지원
안전 및 권익 보장
주거
고용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이용 지원

아동
청소년

영유아

성인
(청년∼)

노인

전체

전 생애

11

59

73

23

103

26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

17

0

0

0

23

(54.6)

(28.8)

(0.0)

(0.0)

(0.0)

(8.6)

0

5

7

0

1

13

(0.0)

(8.5)

(9.6)

(0.0)

(1.0)

(4.8)

0

0

3

10

2

15

(0.0)

(0.0)

(4.1)

(43.5)

(1.9)

(5.6)

0

2

4

1

4

11

(0.0)

(3.4)

(5.5)

(4.4)

(3.9)

(4.1)

4

7

13

4

17

45

(36.4)

(11.9)

(17.8)

(17.4)

(16.5)

(16.7)

0

8

4

1

8

21

(0.0)

(13.6)

(5.5)

(4.4)

(7.8)

(7.8)

0

0

0

0

3

3

(0.0)

(0.0)

(0.0)

(0.0)

(2.9)

(1.1)

0

8

3

3

27

41

(0.0)

(13.6)

(4.1)

(13.0)

(26.2)

(15.2)

0

0

1

2

11

14

(0.0)

(0.0)

(1.4)

(8.7)

(10.7)

(5.2)

0

1

37

0

3

41

(0.0)

(1.7)

(50.7)

(0.0)

(2.9)

(15.2)

1

8

0

1

16

26

(9.1)

(13.6)

(0.0)

(4.4)

(15.5)

(9.7)

0

3

1

1

11

16

(0.0)

(5.1)

(1.4)

(4.4)

(10.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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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결과 측면: 수급 범위 및 급여 수준 분석
정책 결과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보장성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
용자 규모와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출된 사업별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살
펴보았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 개발한
사회보호지수(SPI: Social Protection Indicator)의 개념을 활용한 진
단 방법이다.
SPI는 사회보호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는 지수로, 한 국가의 사회보장
관련 프로그램의 정책 체감도를 점검하거나, 사회보장 수준의 국가 비교
를 위해 사용된다. SPI는 1)의 산식으로 표현되는데, 1인당 GDP를 분모
로 활용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경제 수준에 따른 사회보호 프로그램의 정
책 효과성을 국가 간 비교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보호 프로
그램의 지출이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는지 국가 내 시계열 비교도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다(Asian Development Bank, 2016).

∑프로그램 지출액
∑잠재적 대상자 수

     ÷ 인당 

1)

SPI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급 범위(breadth)와 급여 수준(depth)
을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은 각각 아래와
같이 도출되며, 두 지표를 곱하면 SPI 값이 산출된다.

∑수급자 수
수급 범위    2)
∑잠재적 대상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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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지출액
급여 수준      ÷ 인당  3)
∑수급자 수

  수급 범위  × 급여 수준 

SPI는 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정책 체감도
분석에 사용되어 왔으나, 수급자, 대상자, 프로그램 예산 등 지수 산출을
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도 SPI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사 항목에 사업별
예산 및 이용자 수 정보를 포함하여 지수 산출을 위한 통계 자료를 확보
하도록 노력하였다.
사업별 잠재적 대상자의 수는 사업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 대상 선
정 요건 기준을 참고하여 직접 추산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의 인구
학적 특성(연령, 성별 등), 경제적 특성(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가구
특성(독거, 한부모, 다문화 등), 장애 특성(장애유형, 등급 등), 기타 특수
욕구 특성(국가유공자, 산재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통계청의 보고통계와 승인통계 자료 등을 활용한 사업별 잠재적 대
상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의 잠재적 대상자 규모는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장애
등급 1~3급) 수를 합한 값이 된다. 지원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사업(예: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의 잠재적 대상자 규모는 해당 생애주기의
주민등록인구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실제 대상자 규모보다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우
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과대 추정되는 경우는 가용한 통계자료의 한
계로 실제 서비스 욕구가 있는 대상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
업이다. 예를 들어,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의 실제 대상자 규모는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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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족’ 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한정해야 하지만, 해당 대상 인
구 규모는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로 대체하였
다. 과소 추정되는 경우는 서비스 욕구가 있으나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제도적으로 배제된 집단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잠재적 대상자 규모는 장애 등
급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이 될 수 있으나 사업 지침상에
기재된 중증장애인으로 잠재적 대상자 규모를 한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SPI 지수를 분해한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 지표를 활용하
여 제시한다. 다만, 본 연구가 사회서비스 정책 수준의 국가 간 비교나 국
가 내 시계열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 수준에서 1인당
GDP 변수는 반영하지 않았다. 생애주기별, 기능별 사업군7)을 분석 단위
로 설정함에 따라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은 개별 사업별 값을 산출한 후
사업군의 평균값으로 제시된다. 또한 전체 사업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
공되는 사업 비율이 약 1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에 따라 장애인 대상
사업의 보장성을 별도로 진단하였다(<표 3-3-4> 참조).

서비스이용자수
∑    × 
잠재적대상자수
평균수급범위  
생애주기별 기능별 총 사업 수

서비스예산
∑ 
서비스이용자수
평균급여수준  
생애주기별 기능별 총 사업 수

4)

5)

7) 본 분석을 위한 기능별 사업군은 12개에서 9개로 조정되었다. 아동 돌봄, 성인 돌봄, 일
상생활 지원 기능은 돌봄 기능으로 포괄(3→1)하였고, 가족 지원 기능의 3개 사업(취약위
기가족 지원, 이혼 전후 가족 간 관계 회복,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기반 구축)은 사업 내
용이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지원 사업과 통합(2→1)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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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 지수 분석에 포함된 사업은 총 212개로 분석 대상 사업의 80% 수
준이다. 가용 자료의 한계로 이용자 수가 미기입된 사업, 이용자 수가 대
상자 수보다 많은 사업(예: 이용 건수로 실적이 집계되는 사업)은 최종 분
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3-3-7>은 생애주기별, 기능별 사회서비스 사업군의 평균 수급 범
위와 평균 급여 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기능별 사회서비스 사업군의 평균 수급 범위를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 지
원(21.4%), 신체건강(15%), 문화(14.5%), 돌봄(8.3%), 교육(7.8%) 기능
사업 순으로 수급 범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급여 수준은
주거(964만 2000원), 교육(312만 3000원), 고용(254만 1000원), 서비
스 이용 지원(231만 5000원) 기능 서비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기능별 사업군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돌봄
기능 사업군의 평균 수급 범위는 영유아(19.5%), 노인(12.3%), 성인
(12.1%), 아동·청소년(5.1%), 평균 급여 수준은 영유아(252만 6000원),
아동·청소년(127만 7000원), 성인(110만 원), 노인(66만 4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대상 돌봄 기능 사업군의 평균 수급 범위는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평균 급여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교육 기능 사업군의 평균 수급 범위는 아동·청소년(9.8%), 전 생애
(4.2%), 성인(1.5%) 순이나, 평균 급여 수준은 전 생애(1049만 3000원),
아동·청소년 (610만 7000원), 성인(111만 200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교육 기능의 분석 대상 사업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제외하면
특수욕구를 지닌 집단(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을 대상으로 하
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잠재적 대상자의 규모가 작아 수급 범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장애인 대상 교육 기능 사업군의 아동·청소년 대상 평균
수급 범위는 비장애인보다 2배 높으나(16.6%), 평균 급여 수준은 11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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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신체건강 기능 사업군의 평균 수급 범위는 영유아(31%), 아동·청소년,
성인(각 19.4%), 전 생애(2.9%), 노인(0.6%) 순이나, 평균 급여 수준은
노인(76만 5000원), 전 생애(52만 3000원), 성인(39만 원), 아동·청소년
(22만 1000원), 영유아(12만 600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전
생애 대상 신체건강 기능 사업군의 평균 수급 범위는 15.6%로 비장애인
(2.9%)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급여 수준은 26만 9000원으로
비장애인(52만 3000원)보다 낮다.
정신건강 기능 사업군의 평균 수급 범위는 성인(9.3%), 아동·청소년
(1.5%), 전 생애(0.7%), 노인(0.4%) 순이고, 평균 급여 수준은 아동·청소
년(121만 5000원), 노인(53만 6000원), 성인(14만 6000원), 전 생애(13
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성인 대상 수급 범위가 높은 이유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취약계층 취업자, 산재근로자 등으로 아동·청소년 대비
협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애인 대상 신체건강 기능 사업군의 수급 범
위는 아동·청소년(39.5%), 전 생애(5.8%), 성인(1.3%) 순이며, 급여 수준
은 비장애인 대비 높은 편이다. 전 생애 대상 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평균 급여 수준이 384만 5000원으로 높게 나
타났다.
안전 및 권익 보장 기능 사업군의 평균 수급 범위는 아동·청소년
(5.0%), 전 생애 (3.4%), 노인 (2.3%) 순이고, 평균 급여 수준도 아동·청
소년(100만 3000원), 전 생애(99만 1000원), 노인(37만 4000원) 순으
로 높게 나타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가용 자료 한계로 분
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거 기능 사업군의 평균 수급 범위는 전 생애(7.6%), 노인(0.05%), 성
인(0.006%) 순이고, 평균 급여 수준도 전 생애(1102만 8000원),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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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만 5000원), 성인(134만 700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주거 기능
사업군은 대부분 주택 개조와 주택 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기능 사업군에 비해 급여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기능 사업군은 생애주기별 사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 주
사업 대상인 성인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균 수급
범위와 평균 급여 수준 모두 장애인(15.9%, 416만 5000원)이 비장애인
(3.4%, 161만 1000원)보다 높게 나타난다.
문화 기능 사업군의 평균 수급 범위는 영유아(33.6%), 아동·청소년
(16.1%), 전 생애(8.4%) 순인 반면 평균 급여 수준은 아동·청소년(73만
8000원), 전 생애(37만 6000원), 영유아(1만 7000원) 순으로 높게 나타
난다. 장애인은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 있으며, 평균 수급 범위
는 31.3%, 평균 급여 수준은 12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의 전
생애 대상 사업과 비교하면 수급 범위는 높으나 급여 수준은 낮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 지원 기능 사업군(가족 지원 기능 사업 포함)
의 평균 수급 범위는 성인(95.5%), 아동·청소년(45.2%), 전 생애 (6.9%),
노인(1.9%) 순이고, 평균 급여 수준은 전 생애(354만 5000원), 성인(319
만 2000원), 노인(213만 6000원), 아동·청소년(53만 7000원) 순으로 나
타났다. 성인 대상 사업의 수급 범위가 높은 이유는 분석 대상 사업이 노
숙인 등 복지 지원 사업 하나로 대상자 범위가 협소하게 정의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26
4

406

신체건강 급여 수준

-

1,058

18

3.5%

899

34

정신건강2) 급여 수준

사업 수

수급 범위
안전/
급여 수준
권익 보장
사업 수

-

-

-

37

5.1%

사업 수

수급 범위

31.0%

10

15.0%

사업 수

-

-

7.8%

5

2,526

19.5%

영유아
(0~6세)

3,123

수급 범위

급여 수준

36

사업 수

8.3%

2,063

급여 수준

수급 범위

전체

수급 범위

교육

돌봄1)

사업 기능

생애주기

7

1,003

5.0%

6

1,215

1.5%

5

221

19.4%

2

6,107

9.8%

14

1,277

5.1%

아동·청소년
(0~18세)

2

278

0.3%

3

146

9.3%

13

390

19.4%

2

1,112

1.5%

2

1,100

12.1%

성인
(19세
이상)

〈표 3-3-7〉 평균 수급 범위 및 급여 수준: 생애주기, 사업 기능별

1

374

2.3%

1

536

0.4%

3

765

0.6%

-

-

-

7

664

12.3%

노인
(65세
이상)
-

-

24

991

3.4%

4

130

0.7%

7

523

2.9%

1

10,493

4.2%

전 생애

-

-

-

1

1,244

39.5%

1

1,310

1.1%

3

1,167

16.6%

2

3,491

2.7%

아동·청소년

-

-

-

1

1,337

1.3%

-

-

-

2

1,400

0.4%

3

3,716

3.2%

성인

장애인

-

-

-

2

3,845

5.8%

4

269

15.6%

-

-

-

3

6,269

1.8%

전 생애

(단위: %, 천 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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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1.4%

2,315

14

수급 범위

급여 수준

사업 수

14.5%

수급 범위

사업 수

36

사업 수

급여 수준

2,541

급여 수준

-

-

-

-

2

17

33.6%

-

-

-

9

6.4%

사업 수

수급 범위

-

5.9%

영유아
(0~6세)

9,642

수급 범위

급여 수준

전체

2

537

45.2%

7

738

16.1%

1

13,440

0.002%

-

-

-

아동·청소년
(0~18세)

1

3,192

95.5%

-

-

-

25

1,611

3.4%

1

1,347

0.006%

성인
(19세
이상)

1

2,136

1.9%

-

-

-

-

-

-

1

8,235

0.05%

노인
(65세
이상)

7

3,545

6.9%

8

376

8.4%

1

284

0.01%

7

11,028

7.6%

전 생애

-

-

-

-

-

-

-

-

-

-

-

-

아동·청소
년

주: 1) 돌봄 기능의 사업에는 아동 돌봄, 성인 돌봄, 일상생활 지원(돌봄 성격의 사업만 포함) 기능에 해당되는 사업이 포함됨.
2) 정신건강 기능 사업은 장애 아동의 발달재활치료 사업 중 인지발달을 위한 사업도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3) 서비스 이용 지원 기능 사업은 가족 지원 기능을 하는 사업도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서비스
이용
지원3)

문화

고용

주거

사업 기능

생애주기

〈표 3-3-7〉 (계속) 평균 수급 범위 및 급여 수준: 생애주기, 사업 기능별

-

-

-

-

-

-

-

-

-

9

4,165

15.9%

성인

-

-

-

-

-

-

3

401

21.2%

2

121

31.3%

전 생애

(단위: %, 천 원, 개)
장애인

제3장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 진단(Ⅰ): 정책적 측면

71

72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 총사업 수가 많지 않고 생애주기
별, 기능별로 사업을 분류할 경우 각 분류 영역에 속하는 사업 수가 매우
적어지기 때문에 특정 사업의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이 평균값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산출된 평균값의 해석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SPI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군별 대상 인구 1인당
예산 규모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인구는 2017년 12월 말 기준
해당 연령의 주민등록인구이며, 분석 대상 사업은 예산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지원 사업을 제외한 268개 사업으로, SPI 분
석 대상 사업보다 포괄 범위가 넓다.
기능별 생애주기에 따른 1인당 사회서비스 사업 지원액을 살펴보면, 돌봄
기능 사업의 대상 인구 1인당 지원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정신건
강, 안전 및 권익 보장, 문화, 서비스 이용 지원 기능 사업의 대상 인구 1인당
지원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대상 사업 1인당 지원액
수준을 비교하면, 신체건강 기능 사업을 제외한 영역에서 장애인 대상 사업
의 1인당 지원액이 비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난다.

–

영유아
(0~6세)
3,043,412
1,275억 원
2,341천 원
–
–
393억 원
13천 원
–
–
–
–
–
–
–
–
78억 원
3천 원
–
8천 원

0.9천 원

5천 원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0~18세)
(19~64세)
(65세 이상)
9,087,478
34,943,430 7,245,406
3,342억 원
220억 원 9,878억 원
36천 원
0.6천 원
136천 원
48억 원
384억 원
–
0.5천 원
1천 원
–
2,996억 원
1,688억 원 2,260억 원
33천 원
4.8천 원
31천 원
140억 원
110억 원
26억 원
2천 원
0.3천 원
0.3천 원
678억 원
325억 원
193억 원
7천 원
0.9천 원
3천 원
–
19억 원
333억 원
–
0.05천 원
5천 원
29억 원 2조 2,902억 원
–
0.3천 원
66천 원
–
1,299억 원
–
42억 원
14천 원
–
0.5천 원
696억 원
345억 원
339억 원
10천 원

51,276,314
0.7억 원
0.001천 원
128억 원
0.2천 원
6,486억 원
13천 원
550억 원
1천 원
1,615억 원
3천 원
6,683억 원
13천 원
113억 원
0.2천 원
2,193억 원
4천 원
4,878억 원

전 생애

–

아동·청소년
80,737
8.5억 원
105천 원
99억 원
123천 원
5억 원
6천 원
651억 원
807천 원
–
–
–
–
–
–
–
–
–
–

5천 원

(단위: 명, 억 원, 천 원)
장애인
성인
전 생애
1,314,990 2,545,637
6,121억 원 4,592억 원
465천 원
180천 원
25억 원
–
2천 원
–
–
295억 원
–
12천 원
9억 원
742억 원
0.6천 원
29천 원
–
11억 원
–
0.4천 원
–
–
–
–
1,110억 원
–
84천 원
–
–
188억 원
–
7천 원
–
114억 원

주: 1) 대상 인구는 사업별 자격 기준이 다양함에 따라 소득, 등급 등 일괄 기준 적용이 불가하므로, 해당 연령의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적용함. 장애 인구는
2017년 기준 등록 장애인 수 자료를 활용함.
2) 돌봄 기능의 사업에는 아동 돌봄, 성인 돌봄, 일상생활 지원(돌봄 성격의 사업만 포함) 기능에 해당되는 사업이 포함됨.
3) 정신건강 기능 사업은 장애 아동의 발달재활치료 사업 중 인지발달을 위한 사업도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4) 서비스 이용 지원 기능 사업은 가족 지원 기능을 하는 사업도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생애주기/대상
사업 기능
대상 인구1)
예산
7조
돌봄2)
1인당 예산
예산
교육
1인당 예산
예산
신체건강
1인당 예산
예산
정신건강3)
1인당 예산
예산
안전/
권익 보장 1인당 예산
예산
주거
1인당 예산
예산
고용
1인당 예산
예산
문화
1인당 예산
예산
서비스
이용
1인당 예산
지원4)

〈표 3-3-8〉 생애주기별 기능에 따른 사업군 보장성 분석: 1인당 예산

제3장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 진단(Ⅰ): 정책적 측면

73

74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3. 정책 집행자 관점: 보장성 인식 분석
정책 집행자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사업의 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을 확
인하기 위해 <표 3-3-9>에 제시된 항목을 조사하였다. 먼저 공적 책임성
은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수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서 정부 역할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필
요성이 있는지 혹은 현재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사업의 확충 필요성과 그 이유, 확충 방법, 확충 규모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로 개발하
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표 3-3-9〉 사회서비스 사업 보장 수준에 대한 중앙 부처 사업 담당자 인식 조사 응답 현황
(단위: 개, %)
구분
공적 책임성
사업 확충 필요성
사업 확충 방식

응답률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 수준
(확대, 축소, 적정)

244

90.7

사업 확충 필요 여부

242

90.0

확충 필요 이유

167

62.1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사업 확충 방법

167

62.1

67

24.9

64

23.8

이용자
필요 확충 규모 제공 기관
(’17년 규모 대비
필요 확충 규모) 제공 인력
재원
신규 사업 개발·
도입 계획

조사 응답
사업 수1)

사업 대상이 가진 서비스 욕구와 관련하여 새
롭게 개발 또는 도입 계획인 사업 여부

66

24.5

116

43.1

218

81.0

주: 1)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행정조사 분석 대상 사업 269개 기준으로 항목별 응답을 완료한 사
업의 개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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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업의 공적 책임성에 대한 중앙 부처 사업 담당자의 인식
을 사업의 주된 기능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3-10>과 같다. 공적 책임
성 항목에 대해 응답한 총 244개 사업 중 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각각 49.6%로 동일한 결과를 보
였다. 사업 기능별로 살펴보았을 때 정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0%를 넘는 사업은 아동 돌봄(63.6%), 가족 지원(66.7%), 고용(52.8%),
문화 및 여가(71.4%), 서비스 이용 지원(68.8%) 영역의 사업이었다. 이
와 반대로 정부 역할 축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은 전체 244개 사업
중 2개 사업이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과 ‘직장 여성 아
파트 관리 운영 사업’이었다.

〈표 3-3-10〉 중앙 부처 사업 담당자 인식 조사: 사회서비스 사업의 공적 책임성에 대한 생각
(단위: 개, %)
공적 책임성
사업 기능

전체
아동 돌봄(보육, 양육)
교육
성인 돌봄
일상생활 지원
신체건강
정신건강
가족 지원
안전 및 권익 보장

정부 역할
확대 필요
121
(49.6)
14
(63.6)
2
(18.2)
6
(50.0)
3
(30.0)
15
(35.7)
9
(50.0)
2
(66.7)
19
(48.7)

정부 역할
축소 필요
2
(0.8)
0
(0.0)
0
(0.0)
1
(8.3)
0
(0.0)
0
(0.0)
0
(0.0)
0
(0.0)
0
(0.0)

현재 수준
적정
121
(49.6)
8
(36.4)
9
(81.8)
5
(41.7)
7
(70.0)
27
(64.3)
9
(50.0)
1
(33.3)
20
(51.3)

계
244
(100.0)
22
(100.0)
11
(100.0)
12
(100.0)
10
(100.0)
42
(100.0)
18
(100.0)
3
(100.0)
3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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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
공적 책임성
사업 기능

주거
고용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이용 지원

정부 역할
확대 필요
6
(42.9)
19
(52.8)
15
(71.4)
11
(68.8)

정부 역할
축소 필요
1
(7.1)
0
(0.0)
0
(0.0)
0
(0.0)

현재 수준
적정
7
(50.0)
17
(47.2)
6
(28.6)
5
(31.3)

계
14
(100.0)
36
(100.0)
21
(100.0)
16
(100.0)

사회서비스 사업의 확충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3-3-11>과 같다. 확충 필요성 여부에 대해 응답한 242개 사업 중
69.0%(167개 사업)가 사업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업 확
충이 필요한 이유로는 ‘서비스의 수요 증가(71.3%)’가 가장 많았으며,
‘사각지대 해소(55.7%)’, ‘서비스 보편성 강화(35.9%)’, ‘지역 격차 해소
(24.6%)’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 기능별로 살펴보면, 가족 지원 기능을 하는 사업의 확충 필요성이
100%로 나타났고, 서비스 이용 지원은 해당 기능 사업의 93.3%, 문화 및
여가는 85.0%, 성인 돌봄은 84.6%, 아동 돌봄은 77.3%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확충이 필요한 이유로 아동 돌봄은 서비스 수요 증
가,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보편성 강화를 각각 41.2%의 비율로 선택하
였다. 이 외에 교육, 성인 돌봄, 일상생활 지원, 신체건강, 정신건강, 문화
및 여가 기능을 하는 사업들에서 ‘서비스 수요 증가’를 확충 필요성의 주
된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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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1〉 중앙 부처 사업 담당자 인식 조사: 사회서비스 사업 확충 필요성 및 확충
필요 이유
(단위: 개, %)
사업 확충 필요성 및 확충 필요 이유1)

사업 기능

전체
아동 돌봄(보육, 양육)
교육
성인 돌봄
일상생활 지원
신체건강
정신건강
가족 지원
안전 및 권익 보장
주거
고용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이용 지원

확충
필요성
있음

서비스
수요
증가

사각
지대
해소

서비스
보편성
강화

향후
수요
변화
선제
대응

지역
격차
해소

기타

167

119

93

60

32

41

19

(69.0)

(71.3)

(55.7)

(35.9)

(19.2)

(24.6)

(11.4)

17

7

7

7

0

2

5

(77.3)

(41.2)

(41.2)

(41.2)

(0.0)

(11.8)

(29.4)

3

3

2

2

3

1

1

(27.3) (100.0)

(66.7)

(66.7) (100.0)

(33.3)

(33.3)

11

7

7

2

3

1

0

(84.6)

(63.6)

(63.6)

(18.2)

(27.3)

(9.1)

(0.0)

5

5

2

2

1

2

0

(55.6) (100.0)

(40.0)

(40.0)

(20.0)

(40.0)

(0.0)

21

18

4

6

1

2

2

(51.2)

(85.7)

(19.1)

(28.6)

(4.8)

(9.5)

(9.5)

14

13

7

5

2

4

1

(73.7)

(92.9)

(50.0)

(35.7)

(14.3)

(28.6)

(7.1)

3

2

2

0

0

0

1

(100.0)

(66.7)

(66.7)

(0.0)

(0.0)

(0.0)

(33.3)

29

20

22

11

8

8

3

(74.4)

(69.0)

(75.9)

(37.9)

(27.6)

(27.6)

(10.3)

8

5

7

2

0

6

0

(57.1)

(62.5)

(87.5)

(25.0)

(0.0)

(75.0)

(0.0)

25

15

14

7

6

3

4

(69.4)

(60.0)

(56.0)

(28.0)

(24.0)

(12.0)

(16.0)

17

13

7

6

2

6

1

(85.0)

(76.5)

(41.2)

(35.3)

(11.8)

(35.3)

(5.9)

14

11

12

10

6

6

1

(93.3)

(78.6)

(85.7)

(71.4)

(42.9)

(42.9)

(7.1)

주: 1) 사업 확충 필요 이유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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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업의 확충 방식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3-12>와 같다.
해당 항목에 대해 응답이 완료된 167개 사업 중 확충 방식으로 가장 많
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제공 인력 확충(42.5%)’이었으며, ‘서비스 비용
부담 지원 확대(40.1%)’, ‘인프라(시설) 확충(39.5%)’, ‘프로그램 다양화
(30.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기능별 확충 방식을 살펴보면, 아동 돌봄의 경우는 ‘인프라(시
설) 확충’과 ‘제공 인력 확충’을 선택한 경우가 각각 52.9%로 가장 많았
고, 이와 같은 경향성은 안전 및 권익 보장의 기능을 하는 사업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났다(인프라 확충 55.2%, 제공 인력 확충 55.2%). 그러나 성
인 돌봄의 기능을 하는 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와 ‘서비스 비용
부담 지원 확대’를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63.6%). 교육과 신체건강, 가족 지원, 문화 및 여가 기능을 하는 사업들
역시 ‘서비스 비용 부담 지원 확대’를 확충 방식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았
다. 가족 지원, 고용, 서비스 이용 지원의 기능을 하는 사업은 아동 돌봄
과 마찬가지로 ‘제공 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표 3-3-12〉 중앙 부처 사업 담당자 인식 조사: 사회서비스 사업 확충 방식
(단위: 개, %)
사업 확충 방식1)
사업 기능

응답
사업 수

전체

167

아동 돌봄
(보육, 양육)

17

교육
성인 돌봄

3
11

대상자
서비스
선정
비용부담
기준 완화 지원 확대

인프라
(시설)
확충

제공
인력 확충

프로
그램
다양화

기타

28

67

66

71

51

18

(16.8)

(40.1)

(39.5)

(42.5)

(30.5)

(10.8)

3

6

9

9

6

2

(17.7)

(35.3)

(52.9)

(52.9)

(35.3)

(11.8)

0

2

0

1

0

2

(0.0)

(66.7)

(0.0)

(33.3)

(0.0)

(66.7)

7

7

5

4

3

0

(63.6)

(63.6)

(45.5)

(36.4)

(27.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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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
사업 확충 방식1)
사업 기능

일상생활 지원

응답
사업 수

5

신체건강

21

정신건강

14

가족 지원

3

안전 및 권익 보장

29

주거

8

고용

25

문화 및 여가

17

서비스 이용 지원

14

대상자
서비스
선정
비용부담
기준 완화 지원 확대

인프라
(시설)
확충

제공
인력 확충

프로
그램
다양화

기타

2

2

3

1

2

0

(40.0)

(40.0)

(60.0)

(20.0)

(40.0)

(0.0)

5

12

8

5

4

2

(23.8)

(57.1)

(38.1)

(23.8)

(19.1)

(9.5)

1

4

6

9

4

1

(7.1)

(28.6)

(42.9)

(64.3)

(28.6)

(7.1)

0

2

0

2

0

1

(0.0)

(66.7)

(0.0)

(66.7)

(0.0)

(33.3)

1

12

16

16

11

1

(3.5)

(41.4)

(55.2)

(55.2)

(37.9)

(3.5)

3

3

4

1

1

0

(37.5)

(37.5)

(50.0)

(12.5)

(12.5)

(0.0)

4

5

7

9

8

6

(16.0)

(20.0)

(28.0)

(36.0)

(32.0)

(24.0)

1

8

4

6

8

2

(5.9)

(47.1)

(23.5)

(35.3)

(47.1)

(11.8)

1

4

4

8

4

1

(7.1)

(28.6)

(28.6)

(57.1)

(28.6)

(7.1)

주: 1) 사업 확충 방식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사회서비스 사업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다면 이용자, 제공 기관, 제
공 인력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현재와 대비하여 그 규모는 어느 정도 확
대되어야 하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3-3-13>과 같다. 이용자 확충 규모
의 경우 평균 48.7%, 제공 기관은 평균 60.1%, 제공 인력은 평균 54.2%
정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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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3〉 중앙 부처 사업 담당자 인식 조사: 사회서비스 사업 기능별 확충 규모
(단위: 개, %)
사업 기능

이용자
확충 규모(%)
응답
사업수

평균

제공 기관 확충
규모(%)
응답
사업수

SD

67

48.7

87.7

64

아동 돌봄(보육, 양육)

8

45.5

55.5

교육

1

51.0

-

성인 돌봄

8

35.7

일상생활 지원

2

13.5

신체건강

3

29.5

정신건강

10

가족 지원

2

전체

안전 및 권익 보장

평균

제공 인력 확충
규모(%)
응답
사업수

SD

평균

SD

60.1

106.9

66

54.2

99.3

9

30.0

57.6

10

21.5

25.4

1

100.0

-

1

10.0

-

40.8

3

46.8

33.3

5

50.7

37.4

6.4

1

60.0

-

2

39.7

28.7

23.3

2

358.3

247.5

0

-

-

39.4

36.1

5

58.6

38.5

6

57.6

39.9

468.0

107.5

2

468.0

107.5

2

468.0

107.5
24.2

12

17.2

14.8

15

37.1

35.4

16

29.9

주거

1

3.8

-

3

3.2

0.1

1

3.3

-

고용

9

52.7

47.1

8

36.6

41.0

9

46.7

47.5

문화 및 여가

9

45.5

83.1

9

39.4

56.4

8

84.2

168.9

서비스 이용 지원

2

12.2

3.2

6

19.9

18.0

6

26.6

21.2

주: 사업 확충 필요성, 사업 확충 방식의 응답 결과와 비교할 때 응답률이 낮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3-3-14>는 각 사업의 대상자가 가진 서비스 욕구와 관련하여 새
롭게 개발 또는 도입 계획 중인 사업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이다. 응답한
218개 사업 중 19개 사업(8.7%)이 신규 사회서비스 사업 개발 및 도입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기능별로 살펴보면 아동 돌봄(보육,
양육), 성인 돌봄, 신체건강, 정신건강, 가족 지원, 안전 및 권익 보장, 고
용,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이용 지원의 기능을 하는 사업들에서 신규 사회
서비스 사업 개발 및 도입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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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4〉 중앙 부처 사업 담당자 인식 조사:
사업 기능별 신규 사회서비스 사업 개발·도입 계획
(단위: 개, %)
신규 사회서비스 사업 개발·도입 계획
사업 기능
있음
전체
아동 돌봄(보육, 양육)
교육
성인 돌봄
일상생활 지원
신체건강
정신건강
가족 지원
안전 및 권익 보장
주거
고용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이용 지원

없음

계

19

199

218

(8.7)

(91.3)

(100.0)

1

20

21

(4.8)

(95.2)

(100.0)

0

9

9

(0.0)

(100.0)

(100.0)

1

11

12

(8.3)

(91.7)

(100.0)

0

7

7

(0.0)

(100.0)

(100.0)

1

27

28

(3.6)

(96.4)

(100.0)

1

18

19

(5.3)

(94.7)

(100.0)

1

2

3

(33.3)

(66.7)

(100.0)

3

35

38

(7.9)

(92.1)

(100.0)

0

12

12

(0.0)

(100.0)

(100.0)

4

30

34

(11.8)

(88.2)

(100.0)

3

16

19

(15.8)

(84.2)

(100.0)

4

12

16

(25.0)

(75.0)

(100.0)

제

4

장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 진단(Ⅱ)
: 이용자 측면

제1절 개요
제2절 분석 자료 및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4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 진단 (Ⅱ) <<
: 이용자 측면

제1절 개요
본 장에서는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이용자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의 보장성을 진단하였다. 본 장의 분석은
정책적 측면에서 보장성 진단을 보완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 제도가 실
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이용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 서비
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충분한지 살펴보기 위
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이용자 측면에서 보장성은 이용 대상의 포
괄성과 급여의 충분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된다. 특별히 본
장에서는 그간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노인 등 특정 대상의 개인 생애주기
에 집중되어 다양한 형태의 변화하는 가구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확대
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구 유형에 따른 사회서비스 보장성
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제2절 분석 자료 및 방법
1.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2015년에 조사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중 가
구용 수요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이용 실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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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구조 역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정부가 추진하
는 사회서비스 지원 정책의 범위 및 대상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
에 3장 정책적 측면의 보장성 분석의 틀을 적용하기 용이하다.8) 2015년
자료는 사회서비스 잠재수요 계층으로 4078개의 일반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 목적에 따라 분석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 영역(기능)과 가구 특
성 변수는 <표 4-2-1>, <표 4-2-2>와 같이 생성되었다. 원자료에서 사회
서비스 영역은 상담, 재활, 성인 돌봄, 아동 돌봄,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 제공, 고용과 취업, 주거, 문화, 환경의 10개로 분류된다. 그
러나 환경 서비스의 주 내용이 주거 영역에 포함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주
거와 환경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였다.
〈표 4-2-1〉 영역별 주요 사회서비스 유형
구분
상담 서비스
재활 서비스
성인 돌봄 서비스

서비스 유형
개별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 부부 상담, 사례관리 등
장애 진단 및 판정, 직업 재활, 물리치료, 심리재활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 가사도우미, 파출부 등

아동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개인 아이돌보미 파견,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장애 아동 돌
봄, 베이비시터 등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운동 처방 서비스, 영양 보조, 금연 클리닉 등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

평생교육, 재무 설계, 세무‧법률 지원 서비스, 노후 설계 서비스 등

고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

구직·일자리 알선, 직업 기능 교육 및 훈련, 근로자 상담 등

주거 및 환경 서비스
문화 서비스

환경 정비, 방역, 환경 가꾸기, 냉난방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문화, 여가, 스포츠 바우처, 문화생활 체험, 캠프 등

자료: 박세경, 김정현, 이주연, 오다은, 이정은, 김은정, . . . 양난주. (2015). 2015년 사회서비스 수
요·공급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의 <요약표1> 수정.

8) 격년 주기의 조사가 수행됨에 따라 2017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원자료 활
용도 가능하다. 당초 조사 표본 및 조사 항목이 유사한 기준으로 설계된 2015년과 2017
년 2개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보장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
고자 하였으나, 2017년 데이터가 지닌 표본의 대표성 문제(예: 1인 가구의 비율이 모집
단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점)로 2015년 데이터만 활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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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은 가구 생애주기, 소득 수준, 1인 가구 유형, 등록 장애인 동
거 유무에 따라 <표 4-2-2>와 같이 정의하였다.

〈표 4-2-2〉 가구 유형의 조작적 정의
구 분

정의

가구 생애주기
미혼 가구

가구주, 가구주의 부모, 형제자매, 기타 친족 등으로 이루
어진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가구

자녀 출생 전 가구

자녀가 출생하기 전이거나 출생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부부 가구

영유아 가구

만 6세 이하 영유아 가구원이 있는 가구

아동 가구

만 7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 가구원이 있는 가구

성인자녀동거/비동거 가구

가구원과 그 배우자, 미혼 자녀, 기혼 자녀 혹은 그 배우
자나 부모로 이루어진 가구원 수 2인 이상의 가구

노인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

가구 소득 수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100% 이하
중위소득 101~150% 이하

실태조사의 가구 월평균 총소득(근로소득+재산소득+사회
보험 및 정부보조금+사적이전 및 기타소득)과 가구원 수
를 고려하여 2015년 기준의 가구 중위소득에 따라 분류

중위소득 150% 초과
1인 가구
청년

생계를 같이하는 혈연이나 혼인 관계의 가족 구성원이 없
는 19세 이상 40세 이하 1인 가구

중장년

생계를 같이하는 혈연이나 혼인 관계의 가족 구성원이 없
는 41세 이상 64세 이하 1인 가구

노년

생계를 같이하는 혈연이나 혼인 관계의 가족 구성원이 없
는 65세 이상 1인 가구

등록 장애인 동거 가구

가구원 중 등록 장애인이 한 명 이상 있는 가구

주: 아동과 영유아가 동시에 있는 가구는 영유아 가구로 분류, 영유아·아동·노인이 함께 있는 복합
가구는 영유아와 아동 중심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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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내용 및 방법
먼저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자료에서 응답 가구 특성별로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을 포함한 빈도 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사회서
비스 이용 대상의 포괄성을 확인하기 위해 9개 영역에 대하여 지난 1년간
본인이나 가구원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필요 여부를 분석한다.
두 문항은 ‘있다/없다’, ‘필요하다/필요하지 않다’의 2분형으로 구성된
변수이며, 있다고 응답하거나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토대로 필요 대
비 이용 비율을 분석하였다.
급여의 충분성은 이용 시간의 충분성과 이용 비용의 적절성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첫째, 이용 시간의 충분성은 ‘월평균 사용 시간’과 ‘귀하
또는 귀댁의 가구원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 달 평균 총 몇 시간
정도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십니까?’에 응답한 시간 간의 격차를 분석
하였다. 사회서비스 희망 시간 응답은 사회서비스 비이용자도 포함하여
이용 시간과 희망 시간 응답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잠재적 서
비스 이용 욕구 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분석에 비이용자도 포함시켰으
며, 사회서비스 평균 이용 시간과 평균 희망 시간을 계산하여 그 비율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정부 지원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는 합산하였다.
둘째, 이용 비용의 적절성은 월평균 이용 비용, 향후 월평균 지불 가능
비용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필요가 아
무리 높아도 지불 능력이 없다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가구에서 부담한 ‘월평균 총 이용 금액’과 ‘해당 서비스 이용
료를 지불한다면 월평균 얼마 정도까지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응답한 금액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정부 지원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의
이용 금액은 합산하여 계산하였으며, 향후 서비스의 지불 가능 금액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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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이용 금액의 비율로 이용 비용의 적절성을 알아보았다. 급여의 충
분성은 가구 특성 및 사회서비스 영역별 관측 수 5 미만과 이상치를 제
외9)하고 분석하였다.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는 사후층화 방
법을 이용하여 모집단과 표본과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가중치를 산출하였
으며, 본 분석에서도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제3절 분석 결과
1. 조사 가구의 특성
분석 대상의 특성은 <표 4-3-1>과 같다. 가구의 생애주기별로 살펴보
면,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노인 가구의 비율이 2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인 자녀 동거/비동거 가구가 21.2%를 차
지했다. 혼인을 하지 않고 홀로, 또는 부모,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미혼 가구는 20.7%를 차지하였으며, 아동 가구가 18.5%, 영유아 가구 8.
9%, 자녀 출생 전 가구가 8.8%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구의 월평균 소
득은 전국 가구 중위소득 51~100% 이하인 경우가 40%였으며, 101~15
0% 이하인 경우가 32.3%로 그 뒤를 이었다. 전국 가구 중위소득 50% 이
하가 11.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약 27.1%가 1인
가구이며, 그중 청년 1인 가구가 37.5%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 1인 가구
가 34.5%, 노년 1인 가구가 28.0%였다.

9) 값이 기준보다 작거나(제1사분위 수-1.5*사분위 범위) 큰 경우(제3사분위 수+1.5*사분위
범위) 이상치로 정의하여 이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Cox,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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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미혼 가구

777

20.7
8.8

가구 생애주기
자녀 출생 전 가구

260

영유아 가구

344

8.9

아동 가구

845

18.5

성인 자녀 동거/비동거 가구

925

21.2

노인 가구

927

21.9

501

11.6

51~100% 이하

1,688

40.0

101~150% 이하

1,302

32.3

587

16.1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50% 초과
1인 가구

1046

27.1

청년

444

37.5

중장년

291

34.5

노년

311

28.0

182

4.9

등록 장애인 동거 가구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분석 대상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306만 6000원이었으며, 월평균 가구 지출은 전체 가구 평균 227
만 8000원으로 소득 대비 지출이 평균 79만 원 낮게 나타났다. 생애주기
별로는 노인 가구가 영유아 및 아동 가구, 기타 성인 가구와 비교하여 소
득 수준은 물론 가구 지출 역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사 가구
의 생애주기 분류에 따른 노인 가구의 가구원 평균 연령이 높고 가구주의
약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1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71만 5000원, 월평균 가구 지출은
123만 9000원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이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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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하여 월평균 소득 및 지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내 비교를 살펴보면,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보다 노인 1인 가구의 소득
과 지출이 매우 낮았으며, 전체 1인 가구의 평균과 비교할 때 소득과 지출
모두 약 50% 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3-2〉 가구 유형별 경제적 특성
(단위: 만 원)
구분
가구 전체

월평균 가구 소득
306.6 (173.53)

월평균 가구 지출
227.8 (133.48)

가구 생애주기
미혼 가구

211.7 ( 94.51)

151.1 ( 71.86)

자녀 출생 전 가구

372.4 (110.76)

253.7 ( 72.79)

영유아 가구

368.9 (112.04)

281.8 ( 76.40)

아동 가구

395.1 (154.69)

304.4 (112.71)

성인 자녀 동거/비동거 가구

386.5 (169.29)

287.4 (154.27)

노인 가구

192.4 (189.37)

145.3 (133.79)

1인 가구

171.5 ( 92.46)

123.9 ( 66.31)

청년

206.1 ( 73.24)

144.1 ( 58.25)

중장년

200.4 ( 95.05)

144.81 ( 69.50)

89.4 ( 52.20)

71.0 ( 36.88)

236.9 (156.52)

187.7 (118.99)

노년
등록 장애인 동거 가구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2. 이용 대상 포괄성 분석
가. 사회서비스 이용률 및 필요도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을 가구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한 가구가 약 4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생애주기에 따른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영유아 가구와 아동 가구,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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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전 가구에서 각각 67.2%, 58.2%, 53.2%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가구와 미혼 가구가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 특성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50%
이하 하위소득 그룹의 사회서비스 경험 비율이 가장 낮았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에 비해 사회서비스 경험 비율이 낮았으며, 1인 가구 내에
서는 청년과 중장년이 노년층에 비해 사회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았다.

〈표 4-3-3〉 조사 대상 가구 유형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단위: %)
구분
가구 전체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 없음

49.8

50.2

가구 생애주기
미혼 가구

45.1

54.9

자녀 출생 전 가구

58.2

41.8

영유아 가구

67.2

32.8

아동 가구

53.2

46.8

성인 자녀 동거/비동거 가구

49.2

50.8

노인 가구

41.4

58.6

50% 이하

45.7

54.3

51~100% 이하

51.6

48.4

101~150% 이하

49.8

50.2

150% 초과

48.0

52.0

청년

44.9

55.1

중장년

44.4

55.6

노년

36.9

63.1

65.6

34.4

가구 중위소득

1인 가구

1등록 장애인 동거 가구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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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영역별 사회서비스의 이용률과 필요도를 살펴보았다. 사회서비
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에 비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
는 가구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 서비
스의 이용률과 필요도가 36%, 43.9%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보건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12.1%, 30.3%)가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이
어 아동 돌봄 서비스(5.8%), 고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5.0%), 주거 및 환
경 서비스(4.0%) 등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으나, 필요도는 성인 돌봄 서
비스(18.8%), 주거 및 환경(16.5%), 고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했으며, 특히 상담 서비스가 1.5%의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10)

〈표 4-3-4〉 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및 필요도
(단위: 명, %)
구분

이용률
사례 수

필요도
비율

사례 수

비율

상담

44

1.5

350

10.3

재활

80

2.9

375

10.5

성인 돌봄

70

2.0

746

18.8

아동 돌봄

221

5.8

483

13.1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358

12.1

1073

30.3

90

2.6

517

14.4

교육 및 정보 제공

10) 문화 서비스의 이용률과 필요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실태조사에서
문화 서비스를 폭넓게 정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에서 문화 서비스는 문화생활 참여와 향유, 여가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의
미한다. 구체적으로 영화관람, 미술관, 박물관 이용, 체육/스포츠 서비스(스포츠 클럽 이용,
스포츠 동호회 참여 등), 여행/관광 서비스,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어르신 문화프로
그램 등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일반적 의미의
보건의료서비스, 교육 서비스에서 학교교육과 사교육 서비스를 제외한 것과 다른 점이
다. 서비스 포함 범위의 차이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문화 영역의 사업 비중 및
예산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제3장 분석 결과), 실제 이용률과 필요도는 높게 나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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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구분

이용률

필요도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고용 및 취업 지원

136

5.0

572

16.3

주거 및 환경

106

4.0

548

16.5

1,307

36.0

1677

43.9

문화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다음은 가구 생애주기에 따른 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 분포를 알아보
았다. 미혼 가구의 경우 문화 서비스(34.7%, 40.9%), 보건의료 및 건강관
리 서비스(8.3%, 23.2%), 고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6.9%, 18.1%)의 이
용률과 필요도가 동시에 높았다. 영유아 가구의 경우 아동 가구와 비교하
여 아동 돌봄 서비스와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의 이용률 및 필요도가
모두 월등히 높았다. 아동 가구는 아동 돌봄 서비스(6.5%)나 교육 및 정
보 제공 서비스(3.6%)보다 문화 서비스(44.4%)와 보건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9.3%)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가구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20.3%, 43.3%)와 재활 서비스(5.9%,19.3%) 및 성
인 돌봄 서비스(5.7%,47%)의 이용률과 필요도가 모두 높았다.

제4장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 진단(Ⅱ): 이용자 측면

95

〈표 4-3-5〉 가구 생애주기에 따른 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및 필요도
(단위: %)

구분

미혼 가구
(N=777)

자녀 출생
전 가구
(N=260)

이용 필요 이용 필요

영유아
가구
(N=344)

성인 자녀
동거/비동거
(N=925)

노인 가구
(N=927)

이용 필요 이용 필요 이용 필요

이용 필요

아동 가구
(N=845)

상담

0.6

9.3

1.6 13.4

0.7

8.0

0.8

9.6

2.4

7.9

2.4 14.0

재활

2.2

8.7

1.7

2.0

6.4

2.7

8.7

1.7

7.0

5.9 19.3

성인 돌봄

1.5

9.8

0.9 13.4

1.1 15.7

0.8

9.7

0.3 10.2

5.7 47.0

아동 돌봄

-

-

-

9.8

- 51.2 74.6

6.5 15.2

-

-

-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8.3 23.2 10.4 25.5 10.2 27.0

9.3 27.3 11.2 29.7 20.3 43.3

교육 및
정보 제공

1.2

0.7 12.5 11.5 34.1

3.6 24.9

1.8 10.4

1.0

7.0

고용 및
취업 지원

6.9 18.1

9.8 20.2

1.2 12.5

3.7 18.5

5.5 19.7

3.5

9.4

주거 및
환경

2.3 15.2

7.2 16.1

4.5 13.9

3.9 18.9

4.1 13.3

3.9 19.9

문화

9.4

34.7 40.9 51.7 62.6 37.8 47.8 44.4 54.4 42.1 47.3 17.3 25.5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가구 소득에 따른 사회서비스 영역별 이용률과 필요도를 살펴보면, 중
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상담, 재활, 성인 돌봄,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필요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정보 제공, 문화 서비스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용률과 필
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 하위 소득 가구
에서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았으며, 필요도 또한 월등히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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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및 필요도
(단위: %)

구분

중위소득 50%
이하
(N=501)
이용

필요

중위소득
51~100%
(N=1688)
이용

필요

중위소득
101~150%
(N=1302)
이용

필요

중위소득 150%
초과
(N=587)
이용

필요

상담

2.6

14.5

1.1

9.3

1.2

10.1

2.1

10.3

재활

7.9

19.7

2.6

10.9

1.7

7.8

2.8

8.4

성인 돌봄

6.8

48.5

2.0

20.1

0.8

10.8

0.6

10.5

아동 돌봄

3.2

8.6

8.6

17.6

5.5

11.5

1.3

8.5

18.8

42.4

13.7

32.6

9.2

25.5

9.0

25.5

교육 및 정보 제공

0.4

10.4

3.5

16.7

2.8

15.1

1.5

10.5

고용 및 취업 지원

4.6

15.3

4.5

16.7

6.8

18.1

2.9

12.3

주거 및 환경

4.1

21.6

5.0

17.5

3.1

15.4

3.0

12.2

19.5

23.9

35.7

43.9

40.3

48.5

40.2

49.1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문화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1인 가구의 연령에 따른 사회서비스 영역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연령
이 높아질수록 상담, 성인 돌봄,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이용률
및 필요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절반 이
상의 응답자가 성인 돌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52.5%),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우 청년 1인 가구(9.5%)에 비해 중장
년(36.9%)과 노년 1인 가구(41.8%)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4~5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장년 및 노년 1인 가구에 비해 청년 1인 가
구의 교육 및 정보 제공(1.0%, 9.0%), 고용 및 취업(7.8%, 17.8%), 문화
서비스(39.4%, 43.0%)의 이용률과 필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상담이나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
우 노년 1인 가구와 비슷한 이용률과 필요도를 보였으며, 고용 및 취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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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와 비슷한 필요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 1인 가구의 복합적인 사회서비스 필요 욕구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4-3-7〉 세대별 1인 가구의 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및 필요도
(단위: %)
구분

청년 1인 가구
(n= 444)

중장년 1인 가구
(n=291)

노년 1인 가구
(n=311)

이용

이용

이용

필요

필요

필요

상담

0

6.7

1.2

12.6

3.2

13.2

재활

2.5

5.6

1.6

11.5

7.1

18.5

성인 돌봄

0.5

4.4

2.3

15.9

9.0

52.5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2.7

9.5

14.0

36.9

18.8

41.8

교육 및 정보 제공

1.0

9.0

1.5

9.9

0.6

7.3

고용 및 취업 지원

7.8

17.8

6.0

19.1

4.0

7.8

주거 및 환경

0.5

10.0

4.5

21.5

3.5

25.4

39.4

43.0

28.8

37.4

6.2

12.9

문화

주: 가구 특성상 아동 돌봄 서비스는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등록된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사회서비스 이용률과 필요도는 다
음과 같다. 전체 조사 가구와 비교할 때, 상담, 재활, 성인 돌봄,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그리고 주거 및 환경 서비스의 이용률과 필요도가 높았다.
교육 및 정보 제공, 고용 및 취업 지원, 문화 서비스는 전체 가구와 비교
해 볼 때 이용률과 필요도 모두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98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표 4-3-8〉 등록 장애인 동거 가구의 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및 필요도
(단위: %)
구분

등록 장애인 동거 가구
(N=182)

전체 가구
(N=4,078)

이용

필요

이용

필요

상담

2.5

15.6

1.5

10.3

재활

26.7

43.6

2.9

10.5

성인 돌봄

17.1

53.2

2.0

18.8

아동 돌봄

4.7

8.5

5.8

13.1

25.9

41.8

12.1

30.3

교육 및 정보 제공

1.8

10.7

2.6

14.4

고용 및 취업 지원

4.9

12.1

5.0

16.3

주거 및 환경

8.6

21.3

4.0

16.5

24.9

29.4

36.0

43.9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문화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나. 수요 충족률
이용 대상의 포괄성은 수요 충족률로 분석하였다. 수요 충족률은 서비
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과 이를 실제로 이용한 집단 간의 비율로 파
악하였다.
사회서비스 영역 중 문화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수요 충
족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욕구에 따른 사회서비스 확대가 필요
하다고 여겨진다. 서비스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인 돌봄 서비스와 상담
서비스 영역의 수요 충족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서비스의
경우 낮게는 67.9%부터 높게는 89.1%까지 수요 충족률이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보건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수요 충족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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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9〉 가구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률
(단위: %)
구분

자녀
출생 전
가구

미혼
가구

영유아
가구

아동
가구

성인자녀
동거/
비동거

노인
가구

전체

상담

6.5

11.9

8.8

8.3

30.4

17.1

14.6

재활

25.3

17.3

31.3

31.0

24.3

30.6

27.6

성인 돌봄

15.3

6.7

7.0

8.2

2.9

12.1

10.6

아동 돌봄

-

-

68.6

42.8

-

-

44.3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35.8

40.8

37.8

34.1

37.7

46.9

39.9

교육 및 정보 제공

12.8

5.6

33.7

14.5

17.3

14.3

18.1

고용 및 취업 지원

38.1

48.5

9.6

20.0

27.9

37.2

30.7

주거 및 환경

15.1

44.7

32.4

20.6

30.8

19.6

24.2

문화

84.8

82.6

79.1

81.6

89.0

67.8

82.0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가구 생애주기에 따른 수요 충족률을 살펴보면, 미혼 가구의 경우 성인
돌봄과 고용 및 취업 지원, 문화 서비스에서 전체 가구와 비교하여 높은
수요 충족률을 보였으며, 자녀 출생 전 가구의 경우 고용 및 취업 지원과
주거 및 환경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수요 충족
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와 비교하여 아동 가구의 사회
서비스 수요 충족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아동 돌봄 서비
스와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의 경우 영유아 가구는 각각 68.7%,
33.7% 욕구가 충족된 것을 보인 반면, 아동 가구는 42.8%, 14.6%로 나
타나 아동 가구의 돌봄과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욕구에 따른 사회서
비스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회서비스 영역별 수요 충족률은 <표 4-3-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하위 소득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
와 비교하여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와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외한 나
머지 사회서비스에서 수요 충족률이 높았다.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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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소득 가구의 경우 상담과 재활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전체 가구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가구에 비해 낮은 수요
충족률을 보였다.

〈표 4-3-10〉 소득 수준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률
(단위: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100%

중위소득
101~150%

중위소득
150% 초과

전체

상담

17.9

11.8

11.9

20.4

14.6

재활

40.1

23.9

21.8

33.3

27.6

성인 돌봄

14.0

10.0

7.4

5.7

10.6

아동 돌봄

37.2

48.9

47.8

15.3

44.3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44.3

42.0

36.1

35.3

39.9

교육 및 정보 제공

3.8

21.0

18.5

14.3

18.1

고용 및 취업 지원

30.1

26.9

37.6

23.6

30.7

주거 및 환경

19.0

28.6

20.1

24.6

24.2

문화

81.6

81.3

83.1

81.9

82.0

구분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1인 가구의 세대별 수요 충족률을 살펴보면, 청년 1인 가구는 문화 서
비스 수요 충족률이 91.6%로 매우 높은 반면 주거 및 환경,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수요 충족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장년 1인 가
구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서비스에서 전체 가구와 청년 및 노년 1인 가구
와 비교하여 수요 충족률이 낮았으며, 특히 상담, 재활 서비스의 수요 충
족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년 1인 가구의 경우 문화 서비스
와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의 경우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서비스 수요
충족률이 낮았으나, 그 외 영역에서는 비교적 청년 1인 가구, 중장년 1인
가구, 그리고 전체 가구에 비해 수요 충족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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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1〉 세대별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률
(단위: %)
구분

청년
1인 가구

중장년
1인 가구

노년
1인 가구

전체

상담

-

9.5

24.2

14.6

재활

44.6

13.9

38.4

27.6

성인 돌봄

11.4

14.5

17.1

10.6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28.4

37.9

45.0

39.9

교육 및 정보 제공

11.1

15.2

8.2

18.1

고용 및 취업 지원

43.8

31.4

51.3

30.7

5.0

20.9

13.8

24.2

91.6

77.0

48.1

82.0

주거 및 환경
문화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등록 장애인 가구원 동거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와 비교하여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수요 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2〉 등록 장애인 동거 가구의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률
(단위: %)
구분

등록 장애인 가구원 동거 가구

전체

상담

16.0

14.6

재활

61.2

27.6

성인 돌봄

32.1

10.6

아동 돌봄

55.3

44.3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62.0

39.9

교육 및 정보 제공

16.8

18.1

고용 및 취업 지원

40.5

30.7

주거 및 환경

40.4

24.2

문화

84.7

82.0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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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 충분성 분석
가. 이용 시간의 충분성
서비스 이용 시간 충분성은 사회서비스를 희망하는 시간과 실제 이용
한 시간의 차이, 즉 월평균 희망 시간 대비 월평균 이용 시간의 비율로 파
악하였다.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률과 마찬가지로 가구 생애주기와 소득
수준, 1인 가구와 등록된 장애인 가구 동거 여부로 가구 특성에 따라 분석
을 진행하였다.
서비스 이용 시간의 충분성을 영역에 따라 살펴보면, 상담과 재활, 성
인 돌봄,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그리고 주거 및 환경 서비스 영역에서 시
간 충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와 고
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의 경우 대체로 시간 충분성이 충족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이용한 구체적 서비스를 파악할 수는 없으
나, 고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
원이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서비스가 단계별로 최소 1주부터 최장 8개
월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충분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돌
봄 가구원이 없는 미혼 가구, 성인 자녀 동거/비동거 가구, 자녀 출생 전
가구의 경우 교육 및 정보 제공과 고용 및 취업 지원, 그리고 문화 서비스
의 시간 충분성은 비교적 충족되었으나, 상담, 재활, 성인 돌봄, 보건의료
서비스의 희망 시간 대비 이용 시간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 돌봄과 교육 및 정보 제공의 영역에서 영유아 가구와 비교하여 아동
가구의 시간 충분성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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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3〉 가구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 시간의 충분성
(단위: %)
구분

자녀
출생 전
가구

미혼
가구

영유아
가구

아동
가구

성인자녀
동거/
비동거

노인
가구

전체

상담

-

34.2

-

71.2

81.5

112.5

80.4

재활

60.0

30.6

42.1

49.1

47.4

49.6

49.5

성인 돌봄

41.3

71.5

-

67.5

-

73.3

65.2

-

-

134.5

93.1

-

-

135.4

28.0

65.9

39.3

34.6

35.2

42.6

40.0

아동 돌봄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 제공

146.3

-

185.1

121.8

80.0

128.2

138.6

고용 및 취업 지원

159.1

180.8

-

101.6

90.0

123.2

128.6

주거 및 환경

25.9

30.8

29.8

28.6

22.0

33.3

29.6

문화

83.0

101.9

147.0

101.5

96.4

114.3

98.3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중위소득 50% 이하 하위 소득 가구
에서 상담, 재활 서비스의 경우 전체 가구와 비교하여 이용 시간의 충분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돌봄과 고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 및
문화 서비스의 경우 중위소득 51% 이상 가구와 비교해서는 물론 전체 가
구와 비교할 때도 시간 충분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3-14〉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 시간의 충분성
(단위: %)
구분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100%

중위소득
101~150%

76.7

전체

상담

110.0

54.7

재활

53.4

48.6

47.7

44.1

49.5

성인 돌봄

58.6

53.0

126.4

74.4

65.2

아동 돌봄

94.8

138.5

142.1

155.5

135.4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39.4

45.1

37.5

30.5

40.0

-

124.6

159.3

53.8

138.6

교육 및 정보 제공

76.8

중위소득
150% 초과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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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분
고용 및 취업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100%

중위소득
101~150%

중위소득
150% 초과

전체

110.8

109.7

130.6

207.2

128.6

주거 및 환경

13.4

37.7

19.6

23.6

29.6

문화

89.2

100.0

93.0

105.9

98.3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다음은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이용 시간 충분성을 파악하였다. 전체
가구와 비교하여 1인 가구원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이 낮
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이용 시간 충분
성은 높았으며, 고용 및 취업 지원 충분성은 낮았다. 1인 가구 중 특히 중
장년층의 경우 노년 1인 가구는 물론 전체 가구와 비교할 때 모든 사회서
비스 희망 시간 대비 이용 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급여 충분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3-15〉 세대별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이용 시간의 충분성
(단위: %)
구분

청년
1인 가구

중장년
1인 가구

노년
1인 가구

전체

상담

-

-

103.2

80.4

재활

76.3

-

42.3

49.5

-

47.9

71.2

65.2

20.6

34.8

45.5

40.0

성인 돌봄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 제공

-

48.2

-

138.6

고용 및 취업 지원

217.9

119.2

127.6

128.6

-

26.8

58.5

29.6

86.5

80.4

93.7

98.3

주거 및 환경
문화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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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구원 동거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와 비교하여 재활 서비스를
제외한 사회서비스 이용 시간의 충분성이 낮았으며, 특히 아동 돌봄의 경
우 영유아 가구, 아동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와 비교하여 그 충분
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6〉 등록 장애인 동거 가구의 사회서비스 이용 시간의 충분성
(단위: %)
구분

등록 장애인 가구원 동거 가구

전체

상담

57.4

80.4

재활

52.3

49.5

성인 돌봄

63.4

65.2

아동 돌봄

87.9

135.4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33.3

40.0

고용 및 취업 지원

80.4

128.6

주거 및 환경

55.6

29.6

문화

55.6

98.3

주: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는 사례 수 부족으로 분석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나. 이용 비용의 적절성
다음은 사회서비스의 이용 비용과 지불 가능 비용을 비교하여 비용 적절
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응답자가 적어낸 실제 서비스 이용에 지불한 금액
과 지불 가능한 금액을 비교함으로써 비용 부담 능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
고자 하였다. 이용 비용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서는 향후 이용 의향이 있
는 가구 중에서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 경험과 희망의 일대일 매치가
되는 응답 관측 수가 작아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전체 월평균 이용 금액의
평균값과 월평균 지불 가능 금액의 평균값을 각각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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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월평균 사회서비스 지불 가
능 금액이 월평균 사회서비스 이용 금액보다 높았다. 사회서비스 영역 중
상담, 재활, 성인 돌봄,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주거 및 환경, 교육 및 정
보 제공, 고용 및 취업 지원 사회서비스에서 이용 비용보다 지불 가능 비
용이 높았으며, 나머지 영역인 아동 돌봄, 문화 서비스에서는 지불 가능
비용보다 이용 금액이 높았다. 아동 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불 가능 금액
과 이용 금액의 차이가 4만 6399원으로 가장 컸다. 서비스 영역별 월평
균 지불 가능 비용은 최소 2만 6764원(재활 서비스)에서 최대 9만 7567
원(아동 돌봄 서비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3-17〉 사회서비스 영역별 월평균 이용 금액과 향후 월평균 지불 가능 금액
(단위: 원, 점)
비용

구분

상담

재활

성인 돌봄

아동 돌봄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 제공

고용 및 취업 지원

평균

S. D.

1)

15,428

17,668

2)

희망

45,884

25,327

이용

22,053

17,849

희망

26,764

13,627

이용

34,005

55,171

희망

71,907

32,101

이용

143,966

148,392

희망

97,567

34,543

이용

13,116

13,550

희망

29,781

11,366

이용

40,396

55,681

희망

59,299

29,025

이용

19,967

24,561

희망

66,163

29,294

이용

차이3)

경제 상황 대비
부담 정도4)

30,456

1.97

4,711

2.27

37,902

1.78

-46,399

1.96

16,665

1.91

18,903

2.06

46,196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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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점)
비용

구분

주거 및 환경

문화

평균

S. D.

이용

21,818

18,773

희망

25,161

10,813

이용

36,110

25,143

희망

28,735

10,873

차이3)

경제 상황 대비
부담 정도4)

3,343

1.94

-7,375

2.08

주: 1) 사회서비스 이용 가구의 월평균 사회서비스 이용 금액(민간+정부).
2) 사회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질문에 ‘보통’, ‘대체로 이용 의향 있음’, ‘반드시 이용’으로 응답
한 가구의 월평균 사회서비스 지불 가능 금액.
3) 이용 의향이 있는 사회서비스의 월평균 지불 가능 금액(희망)에서 월평균 이용에 지출한 이
용 금액을 뺀 차이.
4) 해당 서비스 이용에 지출한 비용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부담이었는
지에 대해 ‘전혀 부담되지 않음(1점), ’별로 부담되지 않음(2점), ‘대체로 부담(3점), ’ 매우
부담됨(4점)‘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다음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시간당 월평균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과 지불
가능 비용을 비교하였다. 가구 생애주기는 물론 가구 소득의 수준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과 지불 가능 비용 해석에 있어 1) 사회서비스의 영
역에 따라 급여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점, 2) 특정 서비스의 경우 소득 수
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 소득에 따른
사회서비스 시간당 이용 비용과 지불 가능 비용의 절대적 금액의 비교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고용 및 취업
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서비스에서 지불 가능 금액이 이용 금액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서비스 비용 측면의 접근성이 양호하였다. 상담과
성인 돌봄 서비스에서도 이용 비용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서비
스는 미혼 가구와 노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그 금액은 크지 않
으나 희망 지불 비용이 이용 비용보다 높았다. 아동 돌봄 서비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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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가구와 아동 가구 모두 향후 지불 가능 금액보다 이용 금액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가구에서 아동 돌봄 서비스에 지출비용
과 향후 지불 가능 비용의 격차가 크다. 돌봄 가구원이 없는 성인자녀 동
거/비동거 가구, 자녀 출생 전 가구와 미혼 가구, 노인 가구의 경우 대부
분의 서비스 영역에서 향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지불 가능 금액이 이
용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3-18〉 가구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의 적절성
(단위: 원)
구분

미혼
가구

자녀 출생
전 가구

영유아
가구

아동
가구

성인자녀
동거/
비동거

노인 가구

상담

-

-

-

-

9,571

25,613

재활

9,377

16,699

-

5,151

-2,564

7,145

-

-

-

13,670

-

32,143

성인 돌봄
아동 돌봄

-

-

-84,285

-7,823

-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12,878

12,146

9,725

15,118

18,641

15,241

교육 및 정보 제공

39,490

-

12,277

32,465

22,699

34,364

고용 및 취업 지원

17,071

22,204

-

31,635

52,463

72,152

주거 및 환경

-2,896

-36,946

9,646

12,711

14,458

8,055

2,152

-3,547

-7,602

-9,890

-2,023

1,303

문화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가구 소득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과 지불 가능 비용 비교표를 보
면 소득에 따른 이용 비용과 지불 가능 비용 차이의 패턴이 일관되지는
않았다. <표 4-3-21>에는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소
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용 비용이 높았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150% 이상
상위 소득 가구에서 지불 가능 비용이 다른 소득 가구와 비교하여 높더라
도 이용 금액 또한 높았기 때문에 단순 이용 금액과 지불 가능 금액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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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는 어렵다. 또한 아래의 표로는 돌봄, 의료,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원의 유무와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인한 가구 부담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비교해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상담,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주거 및 환경 서비스의 지불 가능
금액이 이용 금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 돌봄, 문화 서비
스는 이용 금액이 지불 가능 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 돌봄 서
비스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차액이 컸는데,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용을 아동 돌봄에 지출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11)
〈표 4-3-19〉 가구 소득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의 적절성
(단위: 원)
구분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100%

중위소득
중위소득
101~150% 150% 초과

전체

상담

21,562

40,648

32,809

-

재활

6,484

7,455

-1,071

11,325

4,711

성인 돌봄

52,754

12,740

-39,993

-

37,902

아동 돌봄

-35,190

-66,695

-74,830

-103,347

-46,399

11,456

13,061

18,576

16,690

16,665

교육 및 정보 제공

-

21,944

35,404

23,618

18,903

고용 및 취업 지원

40,013

45,341

26,001

26,444

46,196

-624

6,280

13,097

9,893

3,343

-3,126

-2,561

-3,313

-4,999

-7,375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주거 및 환경
문화

30,456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다음은 1인 가구와 등록 장애인 동거 가구의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과
지불 가능 비용을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지불 가능 비용이 이용 비용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고용 및 취업 지원 서
비스의 경우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이용 금액 대비 향후 지불 가능 금액

11) 표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하위 소득
가구의 약 2배를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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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장애인 동거 가구의 경우 재활, 성인
돌봄,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향후 지불 가능 금액이 이용에
지출한 금액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돌봄 서비스의 경우 전
체 가구, 그리고 가구 생애주기의 영유아 가구와 비교해서도 지출 비용과
향후 지불 가능 비용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의
적절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3-20〉 세대별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 적절성
(단위: 원)
구분

청년
1인 가구

중장년
1인 가구

노년
1인 가구

전체

상담

-

-

32,610

재활

-

-

18,636

4,711

성인 돌봄

-

-

42,944

37,902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10,263

11,161

11,331

16,665

고용 및 취업 지원

18,008

16,695

-

46,196

-

-1,219

-

3,343

-1,088

7,286

6,324

-7,375

주거 및 환경
문화

30,456

주: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는 사례 수 부족으로 분석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표 4-3-21〉 등록 장애인 동거 가구의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 적절성
(단위: 원)
구분
재활

등록 장애인 가구원 동거 가구

전체

2,912

4,711

성인 돌봄

37,647

37,902

아동 돌봄

-88,225

-46,399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16,425

16,665

주거 및 환경

-1,378

3,343

문화

-5,500

-7,375

주: 상담, 교육 및 정보 제공, 고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는 사례 수 부족으로 분석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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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본 장은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보편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제도로서의
사회서비스의 역할을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 수준이 충분한지를 기존에
조사되었던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
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의 포괄성을 필요 대비 이용 비율로
측정한 수요 충족률로 살펴보았으며, 급여 충분성을 이용 시간의 충분성
및 이용 비용의 적절성으로 나누어 진단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률을 가구 생애주기에 따라 살펴보면, 문화
서비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재활 서비
스 영역으로 나타났다. 상담이나 성인 돌봄 서비스 영역의 경우 수요 충
족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대상 포괄성의 확대가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가구 소득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률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50% 이하의 하위 소득 가구에서 교육 및 정보 제공과 아동 돌
봄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서비스의 충족률이 높았으며,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구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전체 가구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가구에 비해 낮은 수요 충족률을
보였다. 세대별 1인 가구에서는 특히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1
인 가구의 수요 충족률이 높았다.
둘째, 사회서비스 급여 충분성 중 서비스 이용 시간의 충분성의 경우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와 고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외하고 나머
지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간 충분성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상담, 재활, 성인 돌봄, 보건의료서비스의 희망 시간 대비 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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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비용의 적절성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월평균 지불 가능 금액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용 금액보다 대체로 더 높아 비용으로 인한 서비
스 이용 장벽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아동 돌봄 서비스와 문화
서비스는 이용 비용이 지불 가능 비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동 돌봄의 경우 등록 장애인 동거 가구와 영유아 가구에서 그 부
담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가구의 생애주기나 소득, 특성에 따라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의 필
요 대비 이용 비율로 살펴본 수요 충족률은 향후 잠재수요로서 사회서비
스의 포괄성을 확대하는 하나의 판단 근거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데
이터상에는 사회서비스 영역에 따른 유효수요가 많지 않아 가구의 생애
주기나 소득, 그리고 돌봄 가구원의 존재에 따라 세부적으로 사회서비스
의 욕구나 필요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사회서비스의 확대로 이용자의 수
가 증가하고 있어 추후 보다 세밀한 욕구 분석에 따른 수요 예측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는 사회서비스가 돌봄을 중심으로 다양한 욕구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영유아, 아동, 노인, 장
애인 가구 등 규범적 욕구 중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새로이 증
가하고 있는 1인 가구,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욕구는 사회서
비스의 영역에서 그동안 포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
태조사 분석에 따른 인지된 욕구인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그리고 고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는 물론 상담이나 성인 돌봄,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영역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적절한 사회서비스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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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본 장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보장성 관련 쟁점을 심
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검토 영역은 사회서비스 기능에 따라 돌봄,
보건의료(정신건강 증진), 안전 및 권익 보장, 고용, 주거, 문화 영역의 6
개로 분류하였다.12)
영역별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해당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정책이 가지
는 의미와 특성, 정책 발달 과정 등을 파악하여, 영역별 논의가 사회서비
스 정책의 틀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관
련 법령과 중앙 부처의 중장기 계획 등 자료를 간략히 검토하였다. 둘째,
영역별로 보장성 관련 쟁점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이 생애
주기별, 기능별 사회서비스 사업군의 보장성을 정책적, 이용자 측면에서
검토하였다면, 본 장에서는 영역별로 포함하고 있는 개별 사회서비스 사
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보장성 관련 쟁점을 이용자와 공급자 측면으로 나
누어 제시한다. 셋째, 영역별로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12) 영역별 논의에서 보건의료 영역 중 하나인 신체건강과 교육 영역이 제외되었다. 신체건
강 영역의 사회서비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논의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으며, 교육 영역의 사회서비스는 정규교육 과정 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만 포함됨에 따라 주로 특수욕구를 지닌 대상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범위가 한정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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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돌봄 영역 사회서비스
1.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정책
가. 사회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산업화 이전에는 사적 관계의 가족 구성원 간에 돌봄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가족 내 가용 돌봄 인력은 적고 돌
봄 부담은 가중되면서 비공식적인 영역만으로는 돌봄을 전담하는 데 한
계가 있다. 이제는 가족과 더불어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도적으로 돌봄 역
할을 분담하는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서비스의 핵심적
인 한 영역에 돌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가 괄목할 만한 성장
을 해 왔다. 한 사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돌봄 기능이 원
활하게 작동하려면 적용 대상, 적용 범위, 서비스 내용, 급여량의 사회서
비스 보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재
의 돌봄 서비스의 보장성을 진단하고, 향후 돌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공급자 측면에서의 돌
봄 서비스를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생애주기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주요 쟁점을 소개한다. 마지막에는, 살펴본 주요 쟁점을 토대로
단기와 중장기 사회서비스 돌봄 분야 보장 강화 방향을 제시한다.

나. 돌봄 서비스 정책의 흐름
돌봄 욕구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의 생애주기와 장애인이라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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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욕구를 지닌 대상자별로 서로 다르게 존재하고, 그에 따라 돌봄 서비
스도 개별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돌봄 서비스의 현재 상황
을 진단하고 이해하려면 돌봄 서비스 정책의 기반이 되는 법, 기본계획, 사
업, 담당 부처 등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돌봄 서
비스와 관련된 법, 기본계획, 주요 사업, 소관 부처를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대상으로 구분해서 정리했고, <표 5-2-1>은 그 결과를 보
여 준다. 우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돌봄 서비스로는 보육, 유아
교육, 유치원 방과후 과정, 양육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영유아 대상 돌봄서비스 역사를 정리한 김은지 외(2017)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 탁아라고 불리던 보육 서비스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서비스(기존에는
사회사업으로 불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한편, 1998년 유아교육진흥법
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유아교육이 보육과 분리되어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지난 2016년까지는 선별주의보
다는 보편보육·유아교육을 목표로 하여 적용 대상과 급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두 갈림길
에 서 있는 상황이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시설 서비스와 함께 가정 내 양
육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
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수당이 2009년 도입되었고, 가정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도 이 무렵(2007년) 도입되었
다(김은지 외, 2017).
보육과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5년 단위로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제3차: 2018~2022년)이 수립되고 있다. 유아교육과 유치원 방
과후 과정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며, 보육과 유사하게 2018~2022년까
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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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계획(제3
차: 2016~2020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외에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제3차: 2016~2020년)은 이러한 사업과 법에 두루 연관되어 있
다. 소관 부처는 보육, 양육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 유아교육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경우 교육부,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여성가족부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돌봄 서비스로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은 1997년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하나로 시작되었고, 2004년 저학년 중심의 돌봄
기능을 강조하면서, 2018년 현재는 거의 모든 학교가 실시하고 있다(임
혜정, 2017).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는 1970년
대부터 도시의 저소득 계층 밀집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에서의
공부방으로 시작되었고, 2003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부가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윤향미, 조문석, 오재록, 2013).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돌봄 서비스의 근거 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청소
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고, 아동정책 기본계획(제1차: 2015~
2019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6차: 2018~2022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제3차: 2016~2020년)이 수립되어 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교실은 소관 부처가 교육부이고,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관
할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장기요양, 노인 돌봄 종합, 노
인 돌봄 기본 서비스가 있다. 저소득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
비스는 1980년대에도 있었지만, 본 절에서 다루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도 이
와 비슷한 시기(2007년)에 도입되었고, 서비스 대상자 우선순위, 서비스
내용, 정부 지원 대상 등에 여러 번의 변화가 있었다. 치매 노인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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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정부의 지원도 2008년 제1차 치매 종합 대책 수립 이후 점진적으
로 적용 범위와 서비스 내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장기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고, 치매관리법과도 간접적
인 관계가 있다. 노인 돌봄 종합과 노인 돌봄 기본은 노인복지법에 근거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제3차: 2016~2020년), 장기요양기본계
획(제2차: 2018~2022년), 치매종합관리계획(제3차: 2016~2020년)이
수립되어 시행 중이다.
장애인 대상 주요 돌봄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활동 지원 서비
스가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2005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우
리나라에도 도입되었고, 2011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전지혜, 2015).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며, 장애인정책기본계획이 이와 관련해서 수립되
어 있다(제5차: 2018~2022).

〈표 5-2-1〉 돌봄 서비스 대상별 관련 법, 기본계획, 주요 사업, 소관 부처
대상

관련 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영유아

아동·
청소년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기본계획

주요 사업

소관 부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3차: 2016~2020년)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제3차: 2018~2022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제2차: 2018~2022년)
·건강가정기본계획
(제3차: 2016~2020년)

·보육

·보건복지부

·유아교육

·교육부

·방과후 과정

·교육부

·양육수당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기본계획
(제1차: 2015~2019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6차: 2018~2022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3차: 2016~2020년)

·방과후 돌봄교실 ·교육부

·아이 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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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노인

장애인

관련 법

기본계획

주요 사업

소관 부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노인복지법
(제3차: 2016~2020년)
·치매관리법
·장기요양기본계획
(제2차: 2018~2022년)
·치매종합관리계획
(제3차: 2016~2020년)

·장기요양
·노인 돌봄 종합
·노인 돌봄 기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활동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기본계획
(제5차: 2018~2022년)

·보건복지부

2.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쟁점 분석
가. 이용자 측면
이용자 측면에서의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주요 쟁점을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1) 이용자 측면에서의 영유아 돌봄 보장성 쟁점

이용자 측면에서의 영유아 돌봄에 관한 첫 번째 쟁점은 시설이나 현금
급여의 서비스 선택지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용 시간의 급
여 수준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표 5-2-2>를 보면, 영유아 아동이 어린
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가 포함된 보육료를 매월
만 0세 87만 8000원, 만 1세 62만 6000원, 만 2세 48만 2000원, 만
3~5세 29만 원씩 지원받는다. 누리과정이 운영되면서 만 3~5세 유아는
유치원을 다니더라도 어린이집과 같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어
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영유아 가정이 현금으로
받는 가정양육수당은 월별로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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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씩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육·유아교육, 가정양육수당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선택지 간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차이가 커서, 만 2세
이하의 영아도 과도하게 시설보육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심지어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3월 바로 직전 1~2월까지 어린이집이나 유
치원을 이용하면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지원을 계속 받게 되지만, 가정양
육수당은 전년도 12월까지만 지급되다가 종료되어 해당 2개월 동안 영유아
돌봄 서비스 선택지 간 적용 대상 및 적용 범위 차이가 쟁점이 되고 있다.

〈표 5-2-2〉 영유아 연령별 돌봄 서비스 선택 시 지원받는 금액
(단위: 월)
연령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수당

781,000원(60,000원)

-

200,000원

540,000원(60,000원)

-

150,000원

411,000원(60,000원)

-

종일반

맞춤반(긴급보육바우처)

만 0세

878,000원

만 1세

626,000원

만 2세

482,000원

만 3세

290,000원

만 4세

290,000원

만 5세

290,000원

100,000원

주: 2018년 기준임. 지원받는 금액은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합산함.
자료: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8a). 보육정책. http://www.mohw.go.kr/react/policy/
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3&PAGE=3&topTitle=%EB%
B3%B4%EC%9C%A1%EC%A0%95%EC%B1%85에서 2018. 7. 30. 인출.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8b).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http://www.mohw.
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201&PAGE=
1&topTitle=%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
B%A3%8C%20%EB%B0%8F%20%EA%B0%80%EC%A0%95%EC%96%91%EC%9C%
A1%EC%88%98%EB%8B%B9%20%EC%A7%80%EC%9B%90에서 2018. 7. 30. 인출.

이용자 측면에서의 영유아 돌봄에 관한 두 번째 보장성 쟁점은 돌봄 서
비스에 따라서 이용 한도 시간, 본인부담금 등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아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
후 7시 30분까지 하루 최대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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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최대 6시간에 월 15시간 이내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구분된다. 종일반과 맞춤반은 부모의 맞벌이
여부, 구직 또는 취업 준비 중, 다자녀 등 돌봄 필요 사유를 기준으로 나
뉘고 부모의 소득 수준은 고려되지 않는다. 반면, 주로 재가에서 일대일
로 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 양육 정부 지원 중복 금지, 가구 소득이
다. 정부로부터 금액 지원을 받으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린
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외에도 부모의 소득이
라는 기준이 추가로 적용된다(<표 5-2-3> 참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집은 부모의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금 없이 100% 본인 부
담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소득 수준이라는 적용 대상의 기준
이 시설 돌봄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재가 돌봄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상황이다.

〈표 5-2-3〉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및 지원 가구 소득 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 유형

영아종일제

시간제(2011. 1. 1. 이후 출생 아동)

중위소득

정부지원 / 본인부담

중위소득

정부지원 /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5,850원 / 1,950원

60% 이하

6,240원 / 1,560원

나형

85% 이하

4,290원 / 3,510원

85% 이하

3,900원 / 3,900원

다형

120% 이하

2,730원 / 5,070원

120% 이하

2,340원 / 5,460원

라형

120% 초과

-

/ 7,800원

120% 초과

-

/ 7,800원

주: 2018년 1월 1일 기준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2018). 2018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VJ9n30nUAPwJ:https:
//csms.idolbom.go.kr/cmm/fms/FileDown.do%3FatchFileId%3DFILE_000000000
023042%26fileSn%3D0+&cd=3&hl=ko&ct=clnk&gl=kr에서 2018. 7. 30. 인출

서비스 간 적용 대상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뿐만 아니라 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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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내에서도 적용 대상, 급여 내용, 급여량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자주
변동된다는 점을 이용자 측면에서의 영유아 돌봄 세 번째 쟁점으로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정부의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기준이
2010년에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 2011년에는 만 5세 전 계층,
만 3~4세는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2012년에는 만 0~2세와
만 5세 전 계층, 2013년부터는 만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 적용 대
상과 급여량을 확대하는 보편 복지로의 방향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선
별 복지로 일부 선회하고 있다. 2016년 7월부터는 만 0~2세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맞춤반의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
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확정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맞춤
형 보육제도 역시 시행된 지 2년 만에 곧 다시 폐지될 처지에 놓여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도 이와 유사하게 적용 대상 및 적용 범위, 급여량의
기준이 수시로 달라지고 있다. 정부 지원금 지원 대상의 유형이 2011년
까지는 가형, 나형, 다형 3개 유형이었다가, 2014년부터는 가형, 나형,
다형, 라형의 4개 유형으로 늘어났다. 영아종일제 대상은 2013년까지는
12개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24개월, 2017년부터는 36개월 이
하로 확대되었다. 소득 기준의 경우 2008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9~2016년 전국 가구 평균 소득, 2017년 중위소득으로 달라졌다. 이
처럼 아동 연령, 소득 기준으로는 정부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었지만, 연
간 최대 이용 시간은 보장성이 축소되기도 했다. 시간제 기준으로 연간
최대 이용 시간도 2008년까지는 960시간 이내에서 2009~2017년에는
480시간 이내로 축소되었다가, 2018년에는 다시 600시간 이내로 확대
되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로 정부 지
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연 한도도 720시간으
로 늘린다는 계획이 발표됐다(여성가족부, 2018. 8. 31.). 2019년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될 전망이지만, 해마다 편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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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따라 불안정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금액 기준은 장기
적으로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2) 이용자 측면에서의 아동·청소년 돌봄 보장성 쟁점
영유아 돌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아동·청소년 돌봄
보장성 쟁점을 살펴보겠다. 최근 돌봄교실 운영 시간과 이용 대상의 확대
에 관하여 찬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초등학교 진학 전 종일반 어린이집과 방과 후 활동
을 포함한 유치원 운영 시간은 각각 오후 7시 30분, 오후 5시 정도로 비
교적 길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 일과시간은 상대적으로 일찍 끝나서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방과 후에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
하고자 돌봄교실이 운영되었다. 그런데 초등 돌봄교실의 주요 대상자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집중되어 있어서 맞춤
형 정책으로서는 적절하지만, 참여자가 요보호 아동에 편중된 결과 또래
집단 내에서 일종의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
후 7시로 연장하고, 대상자는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초등학교 전체 학년
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적용 대상과 급여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되었
다(유진향, 2018. 4. 5.). 2018년 지방선거 때 당선된 일부 교육감은 초
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초등 돌봄교실의 대상과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아동을 돌보는 것은
아동학대이며,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지나치게 확대하기보다는 가
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돌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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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 측면에서의 노인 돌봄 보장성 쟁점

영유아 돌봄의 첫 번째 보장성 쟁점과 유사하게, 이용자 측면에서의 노
인 돌봄 첫 번째 쟁점도 장기요양 시설 급여와 재가급여 간 급여량의 차
이가 크다는 점이다.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면 1일 기준으로 1등급 6만 5190원, 2등급 6만 490원, 3~5등급
5만 5780원의 비용을 내고, 소규모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이보다 조금 낮은 금액인 1등급 5만 6960원, 2등급 5만 2850원, 3~5등
급 4만 8720원의 비용을 낸다. 이를 30일로 환산하면 146만 1000원~
195만 5700원이다. 한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139만 6200원,
2등급 124만 1100원, 3등급 118만 9400원, 4등급 108만 5900원, 5등
급 93만 800원으로 시설급여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적다. 특히 1~2등급 인정자는 재가 서비스만으로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기에는 급여량이 부족하여 결국 시설 입소를 선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시설급여보다는 재가급여에 대한 급여량 확대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표 5-2-4〉 시설급여기관 1일당 비용
(단위: 원)
등급

노인요양시설
-

1등급
2등급

60,490

3~5등급

55,780

치매전담실
65,190
가형: 74,600
나형: 67,140
가형: 68,790
나형: 61,9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56,960

52,850

65,520

48,720

60,410

주: 2018년 1월 1일 기준임.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018a). 월 한도액 및 급여 비용. http://www.longtermcare.
or.kr/npbs/e/b/502/npeb502m01.web?q=C1010765189E00E6A1068EC840D9C59
312ECEBA4186008;AcfqOlASBEJ9wd6LX4ZtSrPPCNleGvJmKKjk/2frlRGO8zPdx%2
BZ5id9mXl0ya1u%2B5YUCq0sqv%2BAAvOwHlIMcqQ%3D%3D;Ldc3CJDac8czKwq
wgv9AfW8ixe8%3D&charset=UTF-8 에서 2018. 7. 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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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5〉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원)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396,200

2등급

1,241,100

3등급

1,189,400

4등급

1,085,900

5등급

930,800

인지지원등급

517,800

주: 2018년 1월 1일 기준임.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018a). 월 한도액 및 급여 비용. http://www.longtermcare.
or.kr/npbs/e/b/502/npeb502m01.web?q=C1010765189E00E6A1068EC840D9C593
12ECEBA4186008;AcfqOlASBEJ9wd6LX4ZtSrPPCNleGvJmKKjk/2frlRGO8zPdx%2B
Z5id9mXl0ya1u%2B5YUCq0sqv%2BAAvOwHlIMcqQ%3D%3D;Ldc3CJDac8czKwqwg
v9AfW8ixe8%3D&charset=UTF-8 에서 2018. 7. 30. 인출.

이용자 측면에서의 노인 돌봄 두 번째 쟁점은 치매 환자를 장기요양 서
비스 대상자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등급 간 판정 기준의 형평성이 일관적
이지 않다는 점이다. 2011년에는 요양 등급 인정조사를 할 때 치매가 있
으면 가점을 부여했고, 2013년에는 요양 등급 인정 점수를 산출할 때 치
매가 있으면 가중치가 반영되도록 인정 점수 산출 방식을 조정했다.
2014년 7월에는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여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 행동으
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 환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를 제공하고, 2018년부터는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 진단을 받은 경
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인지지원
등급을 신설했다. 이처럼 그동안 장기요양제도에서는 치매 환자에 대한
적용 대상, 적용 범위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고, 그 결과 2018
년에는 <표 5-2-6>과 같은 기준으로 등급 판정을 하고 있다. 신체 기능
상태를 중심으로 등급 판정을 하는 1~4등급과 달리, 치매 환자는 장기요
양 인정 점수가 51점 미만이어도 5등급 판정을 받고, 45점 미만이어도
신체 기능 상태와 무관하게 인지지원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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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에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신체 기능은 정상적인 치매 환
자가 이제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용 대상과
적용 범위가 늘어났다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치매 환자를
판단하는 기준인 의사 소견서가 충분히 정확하지 않으면, 경증 인지장애
노인이 장기요양 인정자로 등록되고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신뢰성은 하락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표 5-2-6〉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 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
등급

치매 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주: 2018년 1월 1일 기준임.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018b).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htt
p://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q=C1010767189E01
81D28D43FF6EACC4EE193D5B74BD9A89;yOP2iggwdLOXq%2BvQyVc/DzgUxe29W
9AzPStbES9ARovc7pB%2Bvi9nEP91xqQJwXjtVmbOaGOMHUK29yJcs/fVnA%3D%3
D;5o38PnKUMz0C/3o8c8FuyBDyB5A%3D&charset=UTF-8에서 2018. 7. 30. 인출.

이용자 측면에서의 노인 돌봄 세 번째 쟁점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적용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이다.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60% 이하이면 노인 돌
봄 종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2016년에는 등급 외 판정자 16만
명 정도 중에서 약 4만 6000명만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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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김은지 외, 2017). 이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장기요
양제도와 달리, 조세 기반의 국고보조금 사업인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예산이 제한적이어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
다. <표 5-2-7>과 같이 소득 수준 기준을 5단계로 차등 적용해서 본인부
담금을 부과하지만, 바우처 지원액 적용 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각지대
가 발생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표 5-2-7〉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금
(단위: 원)
서비스 유형 및 시간

방문·주간

단기
가사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
중위소득
중위소득
중위소득
110% 이상~ 140% 이상~
110% 미만 140% 미만 160% 이하

27시간
(9일)

무료

18,000

37,000

52,000

66,000

36시간
(12일)

8,280

24,000

49,000

70,000

88,000

24시간
(1개월)

무료

16,000

33,000

46,000

59,000

48시간
(2개월)

무료

32,000

66,000

92,000

118,000

주: 2018년 1월 1일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2018b). 2018년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Ⅱ. 세종: 보건복지부. p.192의 표 발췌.

4) 이용자 측면에서의 장애인 돌봄 보장성 쟁점

장애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만 65세 노인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급여량
감소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장애 등록 1~3급 중증장애인 중 인정조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에게 신체·가사·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활동 지원 서비
스 대상자였던 장애인이 65세 이상이 되면 장기요양 대상자로 전환된다.
그런데 65세 이전부터 장애가 있던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기요양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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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되면 급여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때 65세 이상이
되어도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인지, 비장애 장기요양 대상자와 같은 급여량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한편, 65세 미만 장
애인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노인성 질환 장기요양 서비스에 앞서
가입한 경우 두 제도를 선택적으로 오갈 수 있지만, 노인성 질환 장기요
양 서비스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보다 먼저 가입한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전환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중증 장애인 돌봄도 급여량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최중증 장애
인은 사지마비와 와상 등 24시간 활동 보조를 필요로 하는데, 지난 정부
때 야간순회 안전 서비스가 2시간에 한 번으로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체
위 변경을 자주 못한 최중증 장애인이 욕창과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
까지 발생했다. 그러므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 보조 급여량
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공급자 측면
공급자 측면에서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돌
봄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1) 공급자 측면에서의 영유아 돌봄 보장성 쟁점

우선, 공급자 측면에서의 영유아 돌봄 보장성 쟁점부터 살펴보겠다. 공
급자 측면의 쟁점으로는,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대표적인 전달체계인 어
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급 불균형이 대표적이다(<표 5-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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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8〉 어린이집·유치원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단위: 개)
어린이집1)
연도
계

국공립

사회
법인･
복지
민간
단체 등
법인

유치원2)

가정

협동

직장

국공립

사립

2017 40,238 3,157 1,392

771 14,045 19,656 164

1,053

4,747

4,282

2016 41,084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4,696

4,291

2015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4,678

4,252

2014 43,742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4,619

4,207

2013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4,577

4,101

2012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4,525

4,013

자료: 1)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p.2의 표에서 2012~2017
년도의 내용 발췌.
2) e-나라지표. (2018). 설립주체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수). http://www.ind
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3022&bo
ard_cd=INDX_001에서 2018. 7. 30. 인출.

2013년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체 정원은 영유아 수를 초과했
을 정도로 충분히 공급되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로 봤을 때
민간(35%)과 가정(49%)이 대부분이고, 영유아 가정의 선호도가 높은 국
공립(8%)과 직장(3%)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보건복지부, 2017a).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2012년 2203개소에서 2017년 3157개로 늘고 그 비율도
같은 시기 5%에서 8%로 늘어났지만, 늘어난 수의 60% 이상(584개소)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 의무가 있어도 미설치
하는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
면서, 그 수는 2012년 523개소에서 2017년 1053개소로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어린이집에서 직장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3%
미만으로 매우 낮다. 그나마 설치된 직장 어린이집도 대기업, 국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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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공공기관, 대학교가 대부분이어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종사자의 자
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 공급은 미흡한 실정이다. 즉, 어린
이집 전체 공급은 충분해 보이지만, 설립 유형별로는 이용자 요구를 수용
하기에 불충분하며, 최근 개선되기는 했어도 그 정도 또한 미미했다.
유치원 공급 체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유치
원은 2017년 전체 9029개 중에서 국공립 비율이 53%(4747개)로 높아
보이지만, 국공립은 농어촌 취약 지역에 우선 공급되었기 때문에 원아 수
비율은 사립이 75%로 훨씬 높다(2017년 전체 유치원 원아 69만 4631명
중 사립 유치원 원아는 52만 2110명). 공립 유치원 중에서도 병설 유치
원과 단설 유치원 중 설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고,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이나 병설 유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찬반이 엇
갈리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의 지역별 편차도 존재한다. 한 시·군·구 내에
서도 아파트 단지 등 주거 지역에는 과다 공급된 반면(김은정, 유재언,
2013), 업무·상업 지역과 농업 지역(읍·면)에는 과소 공급되었다(최효미,
이정원, 김진미, 2015).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프라 공급은 농어촌 지역에
서 영유아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폐업이 늘어나 급여량이 약화됐다는 평
가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어린이집이 운영난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2010년
450개에서 2016년 2270개로 늘고, 개원하는 경우는 2010년 3166개에
서 2016년 608개로 줄어들고 있다(〈표 5-2-9〉참조).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폐업이 급증하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국
공립 수와 비율을 높이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원장의 재산권과 임기 보장
범위가 논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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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9〉 2010~2016년 어린이집 개원, 재개, 휴원, 폐원 수
(단위: 개)
연도

2010

2011

2012

개원

3,166

2,279

2,929

재개

261

533

휴원

589

444

폐원

450

465

2013

2014

2015

2016

1,847

1,100

759

608

415

297

307

290

205

270

335

277

243

58

387

1,056

1,550

2,445

2,270

자료: 정현주, 김민우. (2017). 어린이집 개원과 폐원의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 사회보장정
보원. p. 44의 <표 4-4>에 제시된 수치를 발췌하여 작성.

영유아 돌봄 공급과 관련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외에 다른 대안적 돌
봄 서비스 선택권이 별로 없고, 공급 수준도 낮으며, 지원 금액도 매우 적
다는 것이 쟁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17년 육아 종합 지원센터는 중
앙 1개, 시도 18개, 시·군·구 77개를 합쳐도 총 95개(보건복지부,
2017a)에 불과해 전체 시·군·구 230개 중에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더 많
아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다수의 부모와 아이가 동반하여 일정 공간
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동 육아 나눔터의 경우도 지리적 접근성이 떨
어지고, 설치가 되었더라도 공간이 협소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
지막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은 그동안 거의 공급되지 않았다. 그나마 성남
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고, 향후
경기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적용 대상, 서비스 내
용, 급여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 공급자 측면에서의 아동·청소년 돌봄 보장성 쟁점

공급자 측면에서의 아동·청소년 돌봄 보장성 쟁점으로는 지역아동센
터와 방과후교실의 서비스 내용 중복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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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역아동센터는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이고, 방과후교실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교실의 목적, 서비스 내
용, 운영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교실을 교
육 기능으로 분류해서 돌봄 서비스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그
렇다고 하더라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학교 내 돌봄교실에
서 돌봐야 할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공시설과 사회복지기관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야 할지, 가정 내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봐야 할지는 돌
봄 서비스 차원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한편, 2004년에 「아동복지법」
이 개정되면서 2004년 895개였던 지역아동센터가 2017년 4189개로 공
급이 급속하게 늘어났고 〔그림 5-2-1〕, 〔그림 5-2-2〕에서처럼 지역아동
센터 공급의 지역 편차가 크다는 점도 급여량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
요한 사항이다(보건복지부, 2018a).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신고제
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림 5-2-1〕 2004~2017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현황
(단위: 개)
4500

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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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

3500

4061

4059

4102 4107

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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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2618

2500
2029

200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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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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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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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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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아동센터 수

2011

193
2012

148
2013

158
2014

256
2015

207
2016

102
2017

신규 신고센터

자료: 보건복지부. (2018a).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p.4의 그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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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단위: 개)

자료: 보건복지부. (2018a).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p.5의 그림 발췌.

3) 공급자 측면에서의 노인 돌봄 보장성 쟁점

이어서, 공급자 측면에서의 노인 돌봄 보장성 쟁점을 살펴보겠다. 공급
자 측면에서 볼 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포함한 장기요양 서비스 인프
라 총량은 수요를 초과했다. 하지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지역별 편
차가 크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재가급여의 일
종인 주야간보호기관의 시·군·구별 이용률이 60% 미만에서 90% 이상으
로 편차가 컸고, 이와 마찬가지로 요양 시설의 시·군·구별 이용률도
40~98% 수준까지 크게 벌어져 있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인프라 공급이
민간의 영리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운영 주체 측면에서 국공립 비율
은 3% 미만으로 매우 낮다는 점도 급여 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또한, 시설급여 중에서는 물리적 시설이 열악한 정원 9인 이
하 장기요양공동생활가정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이윤경 외, 201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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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 확
대가 추진 중이지만, 지역사회 내 돌봄이라는 방향성과 충돌될 수 있다는
반대 측 입장도 있다.

〈표 5-2-10〉 2018~2022년 필요 시설급여·주야간보호 제공 기관, 요양보호사 수
(단위: 개,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기요양 인정자 수

644,560

699,557

754,554

809,551

864,548

시설급여 예상 이용자 수

147,570

159,555

171,310

182,807

194,011

필요 시설급여 제공 기관 수

5,324

5,756

6,180

6,595

6,999

주야간보호 예상 이용자 수

54,788

59,462

64,137

68,812

73,487

필요 주야간보호 제공 기관 수

3,724

4,062

4,381

4,700

5,020

396,297

430,111

463,925

497,739

531,553

필요 요양보호사 수

주: 인정자 대비 급여 이용자 비율(85%), 이 중 시설이용자(33%), 재가이용자(67%), 재가급여
제공 요양보호사 1인당 보호 노인(1.2명) 기준을 적용(’17. 11.), 단, 시설급여 제공 요양보
호사 1인당 보호 노인의 현재 법적 기준은 2.5명이지만 치매전담기관 확대 등의 전문화를
통해 요양보호사 1인당 노인 2명을 보호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
자료: 이윤경 외. (2017).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p.58 <표 2-19>, p.59 <표 2-20>, p.60 <표 2-21> 발췌하여 작성.
원자료: 1) 이호영, 문용필, 나영균. (2017). 중장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국
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이용(2017. 11. 기준). 공급기관 현황 내부 자료.

재가장기요양 서비스가 방문 요양에 편중되었다는 점도 공급자 측면에
서의 쟁점이다(이윤경 외, 2017).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로 방문 요양, 방
문 목욕, 방문 간호, 단기 보호 등 급여가 있는데, 간호사 인력난과 수가
문제로 인해 주로 방문 요양만 제공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이용자 요구도
가 높은 방문 간호 서비스 제공은 저조하다. 방문 요양 서비스의 내용도
노동 강도가 낮은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
탁·주변 정돈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용자 요구도가 높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세면 도움, 구강 관리, 몸 청결,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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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목욕 도움, 배설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 업무 대행 등)는 제공하는 기관이 적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
이 늘어나야 한다.

〈표 5-2-11〉 2008~2016년 급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개)
급여종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방문 요양

4,206

8,446

9,164

8,709

8,500

8,620

9,073

10,077

11,072

방문 목욕

2,959

6,279

7,294

7,162

7,028

7,146

7,479

8,253

8,957

방문 간호

592

787

739

692

626

597

586

574

598

주야간 보호

790

1,106

1,273

1,321

1,331

1,427

1,688

2,018

2,410

단기 보호

694

1,368

199

234

257

368

322

299

267

복지용구

720

1,086

1,278

1,387

1,498

1,574

1,599

1,700

1,823

노인요양시설

1,379

1,695

2,408

2,489

2,588

2,498

2,714

2,935

3,137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321

934

1,343

1,572

1,739

2,150

2,157

2,150

2,050

자료: 통계청. (2018). 연도별 시‧도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현황. http://kosis.kr/statHtml/sta
tHtml.do?orgId=350&tblId=DT_35006_N019에서 2018. 7. 30. 인출.

4) 공급자 측면에서의 장애인 돌봄 보장성 쟁점
도전적인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새로운
적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 측면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해, 타해, 괴
성 등 도전적인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은 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한 일반
적인 돌봄 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들
이 학교를 졸업하는 성인기 이후에는 돌봄을 받을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
다. 그래서 최근 서울시의 일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복지관이 50플러
스센터와 연계해 소규모 집단 활동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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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 방향
이제까지 소개한 돌봄 분야 쟁점을 토대로 돌봄 분야의 사회서비스 보
장성 강화 방향을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겠다.

가. 단기
단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 첫 번째는 재가와 지역사회 내 돌봄 활성
화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설보육·교육은 급
격하게 확대됐다. 이 무렵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장기요
양·노인 돌봄 종합(기본) 서비스도 단기간 내에 수요 이상의 시설급여 인
프라를 확충했다. 최근 들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교실
확대도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 재가 서비스인 아이 돌
봄 서비스, 공동 육아 나눔터, 육아 종합 지원센터 등은 접근성이 떨어지
고 아직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요양 서비스도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 요양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방
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이용률은 저조하다. 지역아동센터가 있
긴 하지만, 방과후 돌봄도 학교 내 돌봄교실 활용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공시설과 사회복지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나 가정 내에 파
견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비중은 작다. 그러므로 이용자 선호가 높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적은 재가·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
고 발전시키는 것이 단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방향이 될 수 있다.
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지역아동센
터, 방과후교실, 장기요양기관의 공급은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
되지만,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는 편차가 크고 공급 주체의 공공성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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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배경에서 돌봄 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당면한 과제는 돌
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
가 제도의 실효성을 갖춰야 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도 돌봄 서비스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정보공개 제도가 있긴 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80% 정도의 어린이집만 평가 인증을 받은
상황이고 나머지 약 20%의 어린이집은 미인증을 고수하고 있다(보건복
지부, 2017a). 평가 인증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어린이집 점수가 90점대
중반에 편중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정보 제공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어
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마찬가지로, 유치원 평가 결과도 지나치
게 간략하게만 공개되고, 특히 사립 유치원은 회계 정보와 감사 정보 공
개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결과 공개를 회
피하려고 편법적인 폐업과 재설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유재언,
2017). 그러므로 평가 제도를 강화하여 공급 주체가 서비스의 질을 향상
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내용의 보장성까지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중장기
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 주체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지난 10여 년 동안 돌봄 서비스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충하기 위해 영
리 목적의 개인과 기관을 서비스 공급자로 활용한 결과, 비영리·공공 서
비스 공급자 비중이 작은 상황이다. 돌봄 서비스 공급 주체의 공공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 수의 변동에 따라 공급이 급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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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폐업이 급증할 수도 있으며, 특정 지역에만 공
급이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도 크다. 영리 공급 주체의 단체행동
이나 부당 청구를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돌봄
서비스 공급 주체의 공공 비중을 점차 높여 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중
장기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
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돌봄 서비스의 적용
대상, 적용 범위, 서비스 내용, 급여량이 그동안은 정권과 정치권의 결정
으로 좌우되어 수년 짧게는 수개월 이내에 변화되어 왔다. 그로 인해 돌
봄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 양측 모두 자주 혼란을 겪었고 보장성이 약화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핵심인 보육·유아교육,
아이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도 마찬가지였다. 명확한 중장기 방향 설정 없이 단기적으로 방향이 전환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국가 주도의 돌봄 서비스 보장성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관련자인 이용자와 공급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정부
의 돌봄 서비스를 불신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관련자들과 일반 국민
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돌봄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방향을 설정한 다음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추진하는 의사소통 과정을 거
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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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건의료: 정신건강 증진 영역 사회서비스
최근 들어 한국은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한
국은 낮은 행복지수, 높은 스트레스, 높은 자살사망률 등의 정신건강 문
제를 경험하고 있으며(관계부처 합동, 2016b),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
회경제적 비용 역시 높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즉,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한국은 정신질
환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체계를 지
속적으로 구축 및 개선해 왔다(관계부처 합동, 2016b),
본 절에서는 정신건강 증진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증
진 서비스가 가지는 보장성에 대한 쟁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 정신건
강 증진 분야 사회서비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
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의 주요 제공 주체인 정신건강복지센터
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중심으로 정신
건강 증진 서비스를 둘러싼 이용자와 공급자 측면의 보장성 쟁점들을 정리
하였다.

1. 정신건강 증진 분야 사회서비스 정책
가. 사회서비스와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1)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개괄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총괄한다.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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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
지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정신건강 관련 교육·
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 법에서 포괄적으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정의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에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취합한 정부 부처의 사업 중 전체 7개
부처의 총 21개 사업이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분류되었으며,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10개로 가장 많고, 여성가족부 사업이 4
개로 나타났다. 각 사업의 예산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개별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
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다.

〈표 5-3-1〉 정부 부처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단위: 천 원)
부처

사업명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기존 장애 아동 재활치료 사업)

보건복지부

177,000
65,187,000

발달장애인 문제행동 치료시설 운영 지원

500,000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900,000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관리(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자살 예방 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예산액

2,680,000
73,702,000
127,000
6,632,000
39,886,000
891,000

(취약계층 취업 촉진)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2,661,000

(취약계층 취업 촉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5,8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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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원)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사업명

예산액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

2,472,000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

4,957,000

학교wee클래스 상담 지원

792,000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지원

2,799,000

1388청소년상담채널 운영

1,915,000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5,326,000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2,138,00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운영)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

3,263,000

재난 심리 회복 지원

216,000

자료: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행정조사 원자료 분석.

2)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서비스 현황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주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 설
치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의미한다(보건복지
부, 2018c). 앞서 살펴본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중 지역사회 정신
보건 사업을 살펴보는 이유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 최근 강조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며, 국내 지역
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주체 중 가장 많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임과 동시에 대부분의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가 지역사회 정신
보건 사업의 운영 주체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
이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주체인 광역과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일
반적으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교육 및 홍보, 매뉴얼 개발 등의 역할
을 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 단위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를 중심으로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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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주체인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는
예방, 조기 발견 및 개입, 치료 연계, 지역사회 재활 등 1~3차 예방 활동
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크게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
로 하는 등록회원 사례관리 서비스와 일반 국민 혹은 중경등도 정신건강
문제(예: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
는 일반 상담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인 조현병, 조울증, 반복성 우울장애인 사
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중 대표적인 서비스는 센터의 등록회원으로
서의 집중 혹은 일반 사례관리 프로그램으로 사례관리는 개인 서비스 계
획(Individualized service plan)에 따라 제공된다. 이들 중증정신질환
자를 대상으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이나 가
족 교육 및 상담, 자타해 위험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아직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중증정신질환자
들을 조기 발견하고 개입 및 치료 세팅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기초 정신건
강복지센터는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맺
고 있으며, 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과의 연계도 맺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
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치료 연
계를 위한 정신건강 문제 일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식 개선
사업의 경우, 주로 집단 교육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근 들어 학교 전체
학생, 군대 내 전체 부대와 같은 대규모 집단 대상 교육이 아닌 학교 내 한
학급 단위, 직장 내 일부 부서, 지역 내 유관 자원 실무자 등과 같이 소규
모 집단 대상 교육의 방식으로 인식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
고 일반 상담의 경우, 주로 6~8회기에 걸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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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담 이후에는 대상자의 정신건강 문제의 정도와 욕구에 따라 센터
의 등록회원으로 연계되거나 의료기관으로 연계되기도 하며, 복지급여
연계를 위한 복지 자원으로 연계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단순한 정보 제
공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자살 예방 사업 역시 모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심리부검, 자살 예방을 위한 게이트 키퍼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
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며, 지역의 지자체 장
의 관심에 따라 산전후 우울증에 대한 관리, 노인에 초점을 둔 정신건강
문제 개입 등의 대상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나.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정책의 흐름
정신건강 증진 정책은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1997년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것을 원점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1997년 정
신보건법이 시행된 초기에는 기존 병원과 요양 시설과 같은 입소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1998년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탈시설화, 지역사회 복귀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추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들이 1998년 4개소로 시
작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8년 현재 대표적인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주체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광역 지자체에 16개소, 기초 지자체에 20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 2018c).
정책 대상자를 살펴보면, 한국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은 정신질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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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중증/만성인
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며, 이들은 주로 조현병이
나 망상성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조울증이나 반복성 우울장애를 갖고 있
는 대상자였다. 2000년부터 알코올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정책 대상자로 포함되었으며, 2002년 아
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이 시작되면서 아동·청소년이, 2005년 자살 예
방 사업이 시작되면서 자살 고위험군이 주요한 정책 대상자로 포함되었
다(보건복지부, 2018c). 또한 이 외에도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이 강
조됨에 따라 일반 국민이 가지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
역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정책은 2016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
로 발표된 ‘정신건강 종합 대책’과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
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24호,
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그리고 2018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에 따라 정책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우선
‘정신건강 종합 대책’에서는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하에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 폐해 최소화,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정책
목표로 삼아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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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정신건강 종합 대책의 비전, 정책 목표와 전략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6b).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 세종: 관계부처합
동. p.7의 그림 발췌.

그리고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
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정신질환
자의 정의를 축소하고, 정신질환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욕구(예: 치료, 재
활, 복지,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에 대한 대응이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
의에 포함되었다. 또한 비자의입원 요건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자기결정권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의 중요
성 역시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관계부처합동, 2018c)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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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씩 자살 사망자를 감소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근거에
기반한 자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적극
적으로 개입 및 관리함과 동시에 자살 시도자, 자살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5-3-2〕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제시된 자살 원인과 진행 과정에 따른 개입 전략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8c).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 세종: 관계부처합동. p.19의 그림 발췌.

2.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에서의 보장성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에서의 보장성은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중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의
가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통합 및 회복이라는 가치에 집중되면서
(정신건강 관련 19개 기관, 2017),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에서의 보장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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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에서의 보장성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이용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으로 구
분하여 정리하였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크게 서비스에의 접근성과 서비
스의 충분성 차원에서 서비스 보장성을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접
근성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비용적으로 용이
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서비스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가 이용자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차별성을
가지는 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둘러싼 쟁점으로 크게 서
비스 제공 자원의 충분성과 서비스 제공 역량, 그리고 분절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인력, 예산 자원이 충분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역량들은 어떠한
지, 서비스들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비교 가능한 국
제 현황들을 포함하여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가. 이용자 측면
1)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둘러싼 쟁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에의 접근성 영역 중 심리적
접근성에 초점을 두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어떠한
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내 이용자가 가지는 정신건강 문제 및 정신
질환에 대한 이중적 인식과 정신건강 문제를 둘러싼 스티그마와 차별은
상당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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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 사회적 편견이 공존하고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17b). 또한 일반
국민 중 68%가 지역 건강증진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국립정
신건강센터, 2017b), 정신질환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고, 사회적 편견으
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특히 정신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
하기도 한다(전진아 외, 2017).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 자체 및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조치에 대한
낮은 심리적 접근성은 자가 관리,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정신건강 문제의 악화와 더불어 심하게는 자타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2016년 실시
된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보건복지부, 2016b)에 의하면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약 15%만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며, 최초
치료가 이루어지기까지 1.61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림 5-3-3〕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및 태도(2017년)
(단위:%)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과 대화하면 나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34.9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35.6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

0%
그렇다

34.8
61.4

11.4
42.0

27.2
30.8

64.6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21.4
34.6

23.2

24.2

23.1

43.0
53.9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
한 번 이라도 정신질환에 걸리면 평생 문제가 있을 것이다

41.9

11.4

45.0
24.9

10.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자료: 국립정신건강센터. (2017b). 2017년 대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pp.20-21에 제시된 연구 결과를 본 연구의 연구진이 일부 발췌하여 제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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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2016년)

자료: 보건복지부. (2016b).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p.396 [그림
227] 발췌.

앞서 살펴본 낮은 심리적 접근성과는 반대로, 실제 서비스 이용은 누구
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접근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용자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특히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이용하는 데 있어 생애주기나 성별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
지 않는다. 물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는 것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있으나,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특히 지역사회 기반 정신
건강 증진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 접근성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
야 하는 것은 정신건강 문제 대응에 대한 비용 접근성 문제이다. 지역사
회 정신보건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
기 때문에 비용 접근성이 높으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와 지역사회
내 정신재활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비용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정신건
강 문제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이 높고, 물리적 접근성이 높아도 실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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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높게 되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
한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비용 접근성 역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쟁
점 중 하나이다. 현재 조현병을 포함하는 망상성 장애의 경우 산정특례제
도의 혜택을 받아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높지 않으며(전진아 외,
2017), 최근 인지행동치료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보건복지
부, 2018c)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본인부담 역시 경감된 측면이 있다. 하
지만 입퇴원이 잦은 중독 질환, 특히 알코올 중독 질환에 대한 치료 비용
과 외래를 꾸준히 이용해야 하는 우울, 불안 장애 환자들의 경우 치료 비
용이 높다고 선행연구들은 지적한다(이상영, 채수미, 정진욱, 윤시몬, 차
미란, 2017). 또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달리 지역사
회를 기반으로 중증정신질환자와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본인부담이 있으며, 지역, 시설 유형에 따
른 차이가 크다(전진아 외, 2017).

2) 서비스의 충분성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의 충분성과 관련한 쟁점 중 하나는 지역사회 정
신보건 사업의 주요 주체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정신질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전 생애
를 다루며, 서비스 이용에 성별이나 생애주기, 소득 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아 접근성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실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주
대상자는 중증정신질환자라는 점에서 쟁점이 발생한다. 즉, 누구나 이용
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례관
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정신질환자로, 등록 회원이 아니면 6~8
회기의 일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의 서비스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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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등도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혹은 대다수의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정신건
강관련 19개 기관, 2017).
또한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 문제
가 발생되는 요인은 성별, 생애주기별로 다양할 수 있으나, 현재의 정신
건강 증진 서비스 내용은 이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
렵다. 일례로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주 대상자인 중증정신질환자
의 상당수는 40~60대로 이들이 가지는 욕구는 20~30대 중증정신질환
자가 가지는 욕구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40~60대가 가지는 주요한 욕구
중 하나는 안정적 주거일 수 있으며 20~30대가 가지는 주요한 욕구 중
하나는 취업, 교육, 결혼 등의 욕구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욕구에 따
른 재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프로그램으로 구축
되어 있지 않고, 이 때문에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받지
않기도 한다고 기존 연구들은 보고한다(전진아 외, 2017). 그리고 최근
들어 초발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들을 수행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초발 정신질환자,
중증·만성 정신질환자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들이 증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성별, 생애주기별로 달리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 초발 정신질환자 혹은 만성 중증정신질환자와 같은 질환의 특
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구축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성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혹은 초발이나 만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지역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여, 지역에 초점을 두어야하는 정신건강 문제와 대상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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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측면의 정신건강 서비스의 충분성을 파악할 수 있
는 근거들이 부족한 점 역시 쟁점으로 제기할 수 있다. 서비스의 질과 효
과성을 살펴볼 수 있는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이용자의 경험과 만족도에
대한 내용이 조사된 바가 거의 없다. 공급주체가 얼마나 많은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서비스들을 어떻게 제공해 왔는지에 대한 조사 자료들은 상
당수 확보되어 있으나(국립정신건강센터, 2017a), 이용자들이 어떤 서비
스들을 얼마나 이용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일부 지역 단위 조사 외에는 찾아보기 어
렵다. 따라서 이용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나 근거 생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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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 성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
자살사망률(2016)1)

정신질환 평생유병률(2016)2)

160.0

35.0

140.0

30.0

120.0

25.0

100.0
20.0

80.0
60.0

15.0

40.0

10.0

20.0
0.0

5.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남자
여자

0.0

전체

우울장애 유병률(2016)3)
30.0

10.0

25.0

8.0

20.0

6.0

15.0

4.0

10.0

2.0

5.0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고위험 음주율(2016)4)

12.0

0.0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0.0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자료: 1)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2018). 2016년 성별&연령대별 자살현황. http://spckorestat.or.kr/korea02.do에서 2018. 7. 21. 인출하여 그림으로 작성.
2) 보건복지부. (2016b).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세종: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p.129의 표 35의 연령군 수치를 활용하여 그림으로 작성.
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2016 국민건강통계Ⅰ: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
도(2016). 세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p.32의 그림 1-14의 수치를 활용하여 그림으
로 작성.
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2016 국민건강통계Ⅰ: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
도(2016). 세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p.29의 그림 1-6의 수치를 활용하여 그림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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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급자 측면
1) 서비스 제공 자원의 충분성
앞서 이용자 측면에서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정신
건강 문제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낮은 심리적 접근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와 연관하여 공급자 측면에서는 과연 정신건강 증
진 서비스 제공 자원이 물리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
다. 서비스 제공 자원은 크게 서비스 제공 시설 및 기관, 인력, 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자원 역시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전진아 외, 2017; 김문근, 하경희, 최진실, 2015).
우선 서비스 제공 시설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설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다수의
기초 단위에 설치되어 있으나 미설치 지역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미설치 지역의 경우 보건소 내 1인의 담당자가 배치되어 시·군·
구 전체의 자살 예방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하는 기본형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담당자 1인으로 지역 내 정신
건강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시·군·구 예산이 매칭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타 지역
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 여건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와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
활시설과 더불어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역시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자살 예방 사업 역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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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따라 자살 예방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기도 하며, 정신건
강복지센터 내 팀 단위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형태를 가지는 구조이기도
하다.
〈표 5-3-2〉 시도별 정신건강 증진 기관 및 시설 설치 현황(2017년)
(단위: 개소)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광역
기초

자살 예방
센터
광역
기초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

정신요양
시설

정신재활
시설

정신의료기관
국공립

민간

계

16

227

6

22

50

59

349

18

1,431

서울

1

25

1

2

4

3

118

2

361

부산

1

16

1

-

4

3

13

1

112

대구

1

8

-

-

2

3

18

1

78

인천

1

10

1

1

5

2

11

-

69

광주

1

5

1

-

5

4

12

1

51

대전

1

5

-

-

3

4

30

1

65

울산

1

5

-

4

2

1

2

-

22

세종

-

1

-

-

-

1

3

-

5

경기

1

36

1

12

7

6

50

5

300

강원

1

18

1

3

3

0

5

1

36

충북

1

14

-

-

1

4

13

-

42

충남

1

16

-

1

2

10

24

2

51

전북

1

11

-

1

2

4

21

1

52

전남

1

20

-

-

2

4

3

1

43

경북

1

15

-

-

2

5

18

-

60

경남

1

20

-

-

4

4

4

2

69

제주

1

2

-

-

2

1

4

-

15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p.11 표 발췌.

서비스 제공 인력과 관련한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은 서비스 제공 주체에서 다루는 정신건강 문제의 유형과 지역의 수
요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6년 기준 2만 1411명의 상
근 인력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체계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 중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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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4839명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 중 23.3%인
1126명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정
신건강센터, 2017a).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근하는 인력은 총
1737명으로 개소당 약 7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
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 국민 대상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자살 예방 사업, 중경등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일반 상
담,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외국과 비교해 보면(국립정신건강센터, 2017a), WHO Mental
Health Atlas에 나타난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 인력은 2013년 기준
영국 318.9명, 미국 125.2명, 핀란드 99.2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
우 2015년 기준 42.0명으로 조사되어 영국의 7분의 1, 미국의 3분의 1,
핀란드의 2분의 1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5-3-6〕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 인력
(단위: 명)

자료: 국립정신건강센터. (2017a). 2017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국립
정신건강센터. p.58의 그림 발췌.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과 관련하여, 한국의 국민 1인당
정신보건 지출은 미화 44.8달러로 WHO mental Health Atlas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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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17a).
구체적으로 보면, 영국의 경우 미화 277.78달러, 미국은 272.80달러, 일
본은 153.7달러인 데 반해 한국은 영국이나 미국의 6분의 1, 일본의 3분
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5-3-7〕 인구 1인당 정신보건 지출(USD)

자료: 국립정신건강센터. (2017a). 2017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국립
정신건강센터. p.56의 그림 발췌.

이 같은 낮은 예산과 관련하여 특히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예산은 지
역의 인구 규모나 정신건강 문제 규모,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의 지역적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구조라는 점 역시 쟁점
으로 언급할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 역량

정신건강 서비스의 보장성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깊이, 즉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서비스 제공 역량이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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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역량은 서비스 제공 인력이 과연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
련한 쟁점이 다수 있을 수 있다.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면, 기존 인력들은 주로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관
리에 초점을 두어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다른 정신건강 문제 영역
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곤 했다(정신건강 관련 19
개 기관, 2017).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맞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력들의 역량 강화를 돕는 보수 교육들이 강
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과 관련하여,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확보
수준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점 역시 쟁점으로 언급할 수 있다. 서
울과 경기도의 경우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신건강 전문
요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지역으로 갈수록 정신건강 전문 요
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기존 연구들은 지적한다(전진아
외, 2017).
3) 분절적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체계
정신건강 서비스의 보장성과 관련하여 공급자 측면에서 제기되는 쟁점
중 하나는 분절적인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체계이다.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자원이 확대되고, 서비스 제공 역량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자원들 간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비스의 효과성은
높아지기 어렵다.
현재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체계는 [그림 5-3-8]과 같이, 정신건강 서
비스 제공 주체 간,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주체와 유관 자원 간 협력 및 연
계 체계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전진아 외, 2017; 김문
근, 하경희, 최진실, 2015; 민소영, 2010). 즉 정신건강 문제가 가족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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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될 경우, 가족들은 지역사회의 어떠한 자원들로부터 정신건강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정신건강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
는 상황에서 굿을 하거나 침을 맞는 등의 활동들을 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심화시키는 경향성을 보인다.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의료
기관과 같은 치료 세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물론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단과 같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통해 정신건
강 문제가 발견되고 조기 개입되는 루트도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으로 작동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작동한다(전진아 외, 2017). 결과적으로 입원과 같은
치료 세팅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가족이 알아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들을 찾고, 서비스를 받는 구조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나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통해
상당수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발견되기는 하나 앞서 언급한
물리적 서비스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서비스들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도 하다.
의료기기관으로부터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 역시 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연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기보다 가족이 스스로 알아서 지역
사회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
신질환자가 퇴원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보건소로 퇴원 정보가 보내
지기는 하지만, 실제 보건소의 민간 위탁 혹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정신건
강복지센터로 자신의 퇴원 정보가 넘어가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고,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낮다(전진아 외, 2017). 즉, 의료기
관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으로 연계되는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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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역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
재활시설 간 역할의 모호성 및 기능 분리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기도 하다(정신건강 관련 19개 기관, 2017). 그리고 정신건강복
지센터와 읍면동사무소나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연계 역시 원활하지 못해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정신질환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 제공받는 사례들이 종종 언급되기도 한다(전진아 외, 2017).
결과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서비
스 이용은 전적으로 가족을 비롯한 보호자의 책임으로 남겨져 있으며, 서
비스들이 정신건강 종합 대책이나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언급하는 연계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인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회복과 사회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림 5-3-8〕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현실

자료: 전진아 외. (2017).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현황과 개선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11의 그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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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건강 증진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 방향
가. 단기
앞서 정신건강 증진 분야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신건강 증진 분야 사회
서비스 보장성과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증
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단기 과제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가
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스티그마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
하다. 이와 동시에 학교와 직장 기반 정신건강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
스 제공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일례로 국
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정신건강 문제 고위험군(우울, 고위험 음
주, 자살 생각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과 같이 정
신건강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과 관련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자원
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자원 확충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는 어려우나, 자원 확충의 기반이 되는 근거들을 산출하는 작업들은 단기
과제로 수행할 수 있다. 일례로 부족한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지역
들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 지역별 배치 필요 인력 규모, 지역별 필요 예산
규모 등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들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비스 충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성별, 생애주기
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파악 및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별로 차등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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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일한 대상과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서비스의 보장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인력 대상 보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주체 간 서비스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주체 간 서비스 연계와 협력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간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며, 서울시와 같
이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간 연계를 조정하는 인력을 보건소에 배치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만하다. 그 외에도 위와 관련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이
용자들의 만족도와 서비스 이용 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 중장기
정신건강 증진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건강 문
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시설, 인력, 예산을 확대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에의 물리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수 교육 등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인
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관련 자원 및 주체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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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증진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
장기 방향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패러다임을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 생애주기별로 달리 나타나는 정신건강 서비
스 수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인 과제로 제시한 지역의 정
신건강 문제 진단과 수요 파악에 기반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정
신건강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정신건강 서비
스 제공 모형들이 구축되고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절 안전 및 권익 보장 영역 사회서비스
1. 안전 및 권익 보장 분야 사회서비스 정책
가. 사회서비스와 안전 및 권익 보장 서비스
본 절은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개인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
하거나 위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의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와 관련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보장성 쟁점 논의를 전개한다. 위험으로
부터 신체 혹은 정신적 안전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는 매슬로의 욕구 단계
에 따르면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욕구로서 개개인의 안정적이고 인간
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로 볼 수 있다
(Maslow, 1943). 또한 권익 보장은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보
장과 관련되어 있으며 개인적, 또는 사회구조적 이유로 인해 권리가 충분
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들의 충분한 권리 및 권익 보장
과 관련된 영역이다.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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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안전과 권익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은 사회적 취약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스로 안전과 권익 보장을 확보하기 어려
운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한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표
출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 및 사회의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개입이 필
요한 영역이며 인간의 기본권이자 기본 욕구인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세심한 사회서비스 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1) 안전 및 권익 보장 사회서비스 현황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중 안전 및 권익 보장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 제시된 행정조사
결과 안전 및 권익 보장 영역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는 총 41개로 서비스
명과 사업 목적, 그리고 관련 부처를 제시하면 <표 5-4-1>과 같다. 안전
및 권익 보장의 영역은 사업의 특징에 따라 폭력 예방 및 개입, 권익 옹호
및 법률 지원, 안전 및 사고 예방, 양육 및 성장(정착) 지원, 범죄 피해자
및 관련 대상자 개입으로 분류하였다.
〈표 5-4-1〉 안전 및 권익 보장 영역 사회서비스 분류
소관 부처

급여 형태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

4

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4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4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보건복지부

4

폭력 예방 및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사업
개입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20개 사업)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4

여성가족부

5

여성가족부

5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5

여성긴급전화 중앙지원단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4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 법률 지원

여성가족부

1

영역

사업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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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급여 형태1)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4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5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여성가족부

1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4

영역

사업명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여성가족부

5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5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여성가족부

4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4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응급키트 지원

여성가족부

2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고용노동부

5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고용노동부

5

무료법률구조 지원

고용노동부

1

권익 옹호 및 한부모가족 무료법률 지원
법률구조사업
법률 지원
(9개 사업) 시민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여성가족부

5

법무부

3

법무부

3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법무부

4

범죄 피해자 법률구조

법무부

4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법무부

4

보건복지부

4

안전 및 사고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예방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3개 사업) 아동안전지킴이

5

경찰청

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및 맞춤형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1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여성가족부

4

여성가족부

4

양육 및
성장(정착) 지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5개 사업)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5

여성가족부

1

갱생보호활동

법무부

4

범죄 피해자 치료비 지원

법무부

1

스마일센터 운영 지원

법무부

4

범죄 피해자 간병비 및 치료부대비용 등 지원

법무부

1

청소년 특별지원
범죄 피해자 및
관련 대상자
개입 (4개
사업)

보건복지부

주: 1) 급여 형태는 이용자 지원, 또는 공급자 지원에 따라 세분화하였음. 그 내용은 ①이용자-현
금(대여 비용, 비용 감면, 기회 제공) ②이용자-현물 ③이용자-바우처 ④공급자-시설 운영
지원 ⑤공급자-사업(프로그램) 지원 ⑥공급자-인건비 지원 ⑦공급자-시설설비 등 지원 ⑧
이용자-공급자 복합 지원으로 구분됨.
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업 목적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
인 사후 지원을 위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권익 옹호
영역이 아닌 폭력 예방 및 개입의 영역으로 분류함.
자료: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행정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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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권익 보장 사회서비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영역은 폭력
예방 및 개입 사업으로 총 20개 사업이 이에 해당하였다. 그다음으로 권
익 옹호 및 법률 지원이 총 9개의 사업이었으며 안전 및 사고 예방이 3개
사업, 양육 및 성장(정착) 지원 사업이 5개 사업,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
관련 대상자 개입은 4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분류를 통해 안전 및
권익 옹호 사회서비스 특징을 살펴보면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 대상자
및 법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주된 서비스 내용으로 특
징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익 옹호의 활동이 주로 법률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
한 법률 지원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된다. 권익 옹호가 필요
한 성매매 여성이나 일본군 위안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권익
옹호가 아닌 생활지원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안전 및 사고 예방과 관련한 사업이 소수지만 운영 중인 것으로
평가되며,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소수의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 옹호 및 문제 예방 차원의 사업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
는 것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역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뚜렷하
게 드러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으로,
사회 및 국가의 의지가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특징이 있다. 가시적인 뚜
렷한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기가 용이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비교적 쉽다. 그러나 권리 보장, 보호, 예방 등의
영역은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관심을 받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필요성
을 강하게 인정받기도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 (특히 취약계
층의) 권리 보호와 보장, 사회문제의 예방은 국가의 책임이 따르는 분야
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안전 및 권익 옹호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돌봄 등과 같은 다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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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서비스와는 달리 매우 특수한 경험과 욕구를 지닌 대상이 주를 이
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대상이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소수자
(여성, 아동, 청소년, 노동자,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회 정의
와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안전 및 권익 옹호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유관 부처는 보건복지부, 여
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6개 사업
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경우 가장 많은 22개의 사업을 담당하
고 있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가 3개 사업, 법무부가 두 번째로 많은 9개
사업, 경찰청이 1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영역의 사
회서비스 관련 사업은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 사업 및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주를 이루므로 여성가족부가 가장 많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급여 형태를 살펴보면, 공급자에게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주
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이 1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개 사업이 공급
자에게 프로그램이나 사업 진행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급여를 구성
하고 있으며 1개 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약 31개)의 사업이 급여 형태에 있어 이용자에게 급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7개의 사업이 현금
급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개의 사업이 현물로 지급되며 마지막으로 바
우처의 경우 2개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1개의 사업 중
10개 사업이 이용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안전 및 권익 보장 영역의 사회서비스는 이용자에 대한 직접 서비
스 지원보다는 공급자를 통한 간접적 서비스 지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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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 및 권익 보장 서비스 정책의 흐름
안전 및 권익 보장 서비스 정책의 흐름은 크게 법적 근거와 주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 안전 및 권익 보장 서비스 정책의 관련 법적 근거
안전 및 권익 보장 영역의 경우 다양한 욕구와 관련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영역으로, 다양한 법적 근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폭력 예방 및 개입 영역의 근거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의 경우 현
재 폭력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의
일부를 다루고 있어 노인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 마련을
시민사회 및 관련 단체에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력 영역의 경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의 양 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
는데 현재 대부분의 법령은 보호보다는 처벌 중심의 법령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폭력에 의한 피해의 경우 (특히 본 영역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장
기적이고 만성적인 심리적 상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으며 가해자로부터의
적절한 분리 및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법령은
피해자의 보호의 방향이나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령 등이 부족하
며 법령 부족은 서비스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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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닌 ‘타인’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령으로서 상담, 구조금 지급, 의료 제공 등의 범
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된다. 현재 안전 및 권익 보장 영역을
살펴보면 법무부가 본 영역의 주 부처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구조법」은 경제적인 이유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
하는 대상에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으로 이 역시 법무부에서 진행
하는 다양한 법률구조 및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이 밖의 영역과 관련한 법률로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
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
법」, 「성매매특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어 대부분의 안전 및 권익 보장 사회서비스 영역의 사업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령 마련이 충분한 서
비스의 공급이나 질의 확보를 담보해 주지는 않으며 법령의 구체성, 현실
반영 정도, 이용자 욕구 반영 정도, 분야에 따라 법령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령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이므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는 것으로 한다.
2) 안전 및 권익 보장 서비스 정책의 관련 중장기적 계획 검토
안전 및 권익 보장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인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흐름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1) 가정폭력: 대응 범위와 대상의 확대

안전 및 권익 보장 영역 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의 변화는 가정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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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기존의 흐름에서 벗어나 그 유형
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도 확대하고자 하는 점이다. 예컨대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가정폭력 중심의 대응 체계에서 탈피하여 ‘젠더 폭
력’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고 ‘젠더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젠더 폭력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방향을 전환
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예방 교육 내실화로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
지, 2018).

〔그림 5-4-1〕 젠더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사업의 추진 내용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8b). 젠더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http://www.mogef.go.kr/mp/pcf/mp_pcf_f004.do에서 2018. 10. 28. 인출

이는 안전의 문제를 가정폭력으로 한정 지으면서 나타났던 대상자 범
위의 축소, 충분한 안전 제공의 실패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양하게 나
타나는 가정폭력 및 관련 폭력을 젠더 폭력으로 규정하여 국가 보호의 대
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사업의 방향성이 읽힌다. 또한 기존의 발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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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예방의 노력을 확대하며 가해자 처벌 및 대응
중심이 아닌 안전의 의미에서 피해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정책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2) 아동학대: 협력 강화, 인프라 및 전문성 확충, 예방과 사후 관리
아동학대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은 2016년 발표된 아동학
대 대책과 2018년 후속적으로 발표된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 그리고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성장 발달과 관련된 분야의 전반적
인 정책 방향을 총망라한 것으로 아동의 인권 보장, 역량 강화 등과 같은
기존 아동 문제에서 다루지 못한 영역까지 포함되었다(박세경, 2018; 관
계부처합동, 2015), 아동학대에 관한 계획은 안전한 삶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권리 영역 중 보호권과 관련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동
학대의 범위를 가정 내 양육자에 의한 학대뿐 아니라 학교폭력이나 성범
죄, 돌봄 기관 내의 폭력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였으며, 기존에 폭
력의 영역에서 멀어져 있던 체벌의 영역도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한 형태의 폭력에 포함하는 특징을 보인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 삶의 전 영역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사회서비스적 영역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 흐름을 뚜
렷하게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2016년 발표된 아동학대 대책과
후속 작업으로 발표된 2018년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통해 보다 명
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적극
적으로 사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합의 하에 장기 결석 등의 공적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발견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여 사회 감시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였다. 예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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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으로 부모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아동학대 발생 시 전문적 대응이 가
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법권의 전문성 강화 및 의료적 서비스 강화 등의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다.

〔그림 5-4-2〕 아동학대 보완 대책 흐름도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8b).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세종:
관계부처합동. p.6의 그림 발췌.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뚜렷한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했다는 비판하에
2018년도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신속 대응,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18년 후속
대책의 구체적인 정책 정보는 〔그림 5-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후속
대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 강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의 중요성,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강화의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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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범죄 피해자 안전과 존엄성 보호

안전 및 권익 보장 분야 사회서비스 영역 중 주요 분야인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은 3차까지 발표되어 있으며 현재 계획은 2017년도
부터 2021년도까지 정책의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 제3차에서는 범죄 피
해자의 회복, 참여, 안전을 목표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 흐름은 〔그림 5-4-3〕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
고 권리 보장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자 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
며, 기존 2차 계획에서 초기 통합지원 시스템이 미흡하고 피해자의 형사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정보 보호가 미흡하고 권리
구제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한계점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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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3〕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정책 흐름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6a). 제3차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세종: 관계부처합동. p.11의
그림 발췌.

2. 안전 및 권익 보장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쟁점 분석
사회서비스의 보장성을 진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
겠으나 본 장에서는 보장성을 이용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으로 나누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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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고자 한다. 이용자 중심의 보장성 검토는 안전 및 권익 보장 분야의
사회서비스가 대상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가, 보장 수준이 적절한가, 다
양한 욕구에 대응하기에 사업 범위가 충분한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자 한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이용자 중심의 보장성도 중요하나 결국 서
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공급자가 효과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기반과 제도가 충분한가 등을 검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본 장에
서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현재 안전 및 권익 보장 영역의 사회서비스
보장성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안전 및 권익 보장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가장 비중이 큰 폭력 예
방 및 개입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성 진단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영역은
사업적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안전 및 권익 보장을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대상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가. 이용자 측면
1) 안전 및 권익 옹호 사회서비스의 적용 대상의 포괄성

안전 및 권익 옹호 사회서비스의 적용 대상의 포괄성은 현재의 사회서
비스가 안전 및 권익 옹호가 필요한 대상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지를 살
피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영역의 서비스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폭력 예방 및 개입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대상층
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폭력 발생률, 신고율 등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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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간접적인 서비스 대상자를 추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즉, 전
체 국민 대비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폭력 예방 및 개입 영역에서 대표적인 폭력 유형이자 가장 많은 사회서
비스 사업을 진행 중인 가정폭력13)을 살펴보자.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가장 대표적인 가정폭력 발
생률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3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지닌 표
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3년과 2016년의 최근 가정폭
력 발생률 연구를 근거로 한 폭력률 추이를 제시하면 <표 5-4-2>와 같다.
조사 시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가정폭력에 관한 실제적 서비
스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전체 성인 인구의 40~50% 정도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보다 긴급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
할 수 있는 신체폭력 발생률의 경우 최근 2016년도 연구 결과 3.7%로 나
타나 성인 100명 중 3명에서 4명 정도의 인구집단이 서비스의 주요 대상
자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폭력은 특수한 경험일 수 있으
나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사회서비스
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 있는 대상이 다수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3) 가정폭력은 실제로 가정 내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을 포함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부부폭력을 의미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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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2〉 가정폭력 발생률 변화 추이
(단위: %)
신체적 폭력
구분

부부
폭력률1)

경한
폭력

중한
폭력

전체
신체
폭력

정서적 경제적
성학대
폭력
폭력

2016년2)
2013년

41.5

3.6

0.4

3.7

12.5

2.5

44.1

7.2

0.6

7.3

37.2

5.3

방임

통제3)

2.2

-

37.7

5.4

27.3

-

주: 1) 부부폭력률은 지난 1년 동안 제시된 폭력 중 어떠한 하나라도 경험한 경우를 의미함. 2013
년까지의 폭력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그리고 방임을 포함하
여 전체 폭력률이 계산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
학대, 통제를 포함한 폭력률을 계산하였음.
2) 2016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방임으로 측정되던 것이 ‘통제’로 개
념화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3) 2013년도에도 설문을 통해 ‘통제’를 측정하긴 하였으나 전체 폭력률 추이에는 포함되지 않
음.
자료: 본 표는 ‘황정임 외. (2013). 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이인선 외. (2016). 2016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 여성가족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
하였음.

아동학대의 경우 폭력과 달리 발생률을 정기적으로 추계하지 않고 있
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
조사 중 아동학대 관련 결과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신고율 등을 파악
하는 것으로 실제적 대상자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매년 작성하는 아동학대 현황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신고 건수는 2016년도 2만 9674건에서 2017년
도 3만 4185건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접수 후 조사 결과 아동학
대로 사례 판단된 경우도 2016년 1만 8700건에서 2017년 2만 2157건
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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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3〉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현황
(단위: 건)
구분

신고 접수

아동학대 사례 판단3)

아동학대 의심 사례1)

전체 신고 접수 건수2)

2017년

30,945

34,185

22,157

2016년

25,878

29,674

18,700

주: 1)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전체 신고 접수 중 응급아동학대 의심 사례 및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합한 건수임.
2) 전체 신고 접수 건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와 일반 상담, 동일 신고, 해외 발생 사례를 모두
합한 결과임.
3)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경우 사례 접수 후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만을 제시하
였음. 조기 지원 사례, 일반 사례, 조사 진행 중 사례는 본 결과에서 제외됨.
자료: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
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p.94 <표 3-3>, p.97 <표 3-4>의 내용 발췌.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 속보치.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
기관. pp.2-3 표의 내용 발췌.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기관에 실제로 접수된
사례만을 바탕으로 통계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신
고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하는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일례로 2016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부부폭력
외 자녀 학대율을 추정한 결과 27.6%로 나타나(이인선 외, 2016), 실제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대상은 신고 접수된 건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
측된다.
폭력 예방 및 개입 영역에 있어서 사회서비스 대상의 포괄성에 대한 고
민의 지점은 대상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그 대상을 공적 영역, 즉 서비스
의 영역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포괄성에 있어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이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폭
력 신고의 경우 일반 범죄와는 달리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이어서
외부 또는 자체적인 신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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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6년도 결과를 살펴보면(이인선 외,
2016), 배우자 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1.0%만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66.6%가 그냥 있
었다, 24.1%가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갔다 등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폭력 발생 후 실제로 서비스의 대상이 되기 위
한 신고 접수 및 공적 영역의 사건인지 등의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을 추가적으로 살펴
보면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9%에 불과하고 23.4%는 사적 영역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
타나 공적 영역으로의 사건 이전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안전 및 권익 옹호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전 및
보호라는 특수한 욕구를 표출하는 대상에게 효과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현재 안전 영역의 경우 그 사업 수나 내용이 양
적으로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을 고찰하였을 때도 관련 사업이 양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다양한 폭력의 양상을 받아들이고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
로 이해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안
전 영역에 비해 권익보호 및 권리보장의 영역은 현재 주로 법률 구조 및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권익 옹호가 필요한 장애인, 노동자, 성매매 여성 등의 주요 이용
자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서의 서비스
가 제공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권익 옹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서비스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또한 권익 옹호가 필요한 다른 사회 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의 개척이 필요하기도 하다.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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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노동자, 아동, 장애인, 성매매 여성 등이 포
함되어 있는데 이 외에 권익 옹호나 안전보장이 요구되는 대상에 대한 사
회서비스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노숙인의 경우 그 생활의 특
성상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을 수 있으며 사회적 낙인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권익 옹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대상층이라 할 수 있다.
안전 및 권익 옹호 사회서비스가 현재 욕구를 지닌 대상을 충분히 포괄
하는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욕구를 지닌 대상에 비해 실제 서비스를 받거
나 서비스 체계로 접근하는 과정에 어려움이나 축소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과 권익을 방해하는 요소는 많으나 실제 서비스 대상이 되
는 요소는 적어 적극적인 서비스 접근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제기된다.
또한 안전 및 권익 옹호의 욕구가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집단의 사회서비
스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상 확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이용자의 안전 및 권익에 대한 욕구 충족의 충분성

다음으로 현재의 사회서비스가 안전 및 권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
기에 충분한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폭력 예방 및 개입 영역의 경우 사업
수만 봤을 때 양적으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으나 다음으
로 검토해야 할 지점은 질적으로 사업이 충분하게 보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일반 사회문제도 복잡성을 띠는 것이 근본 속성이지만 폭력
은 그 복잡성이 매우 심한 특징이 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 관계적 특성 등으로 인해 개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세
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중복 피해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사업의 포괄성을 위해 필수적
이다. 본 영역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폭력의 경우 제한된 공간(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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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친밀성이 높은 관계 속에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개체 간에 맺어
져 있는 다양한 관계와 가족 규범 등으로 인해 한 관계의 영역에서 폭력
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도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예
를 들어 부부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그 가정에는 다른 유형의 폭력이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아동학대가 대표적이다.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양육 기술 부족과 함께 부부 및 가족 갈등, 스
트레스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14) 이는 가족 전체의 스트레스나 관계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으로, 다양한 폭력의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
다. 실제로 현장 실무자들의 경우 현재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사회서비
스 전달체계가 이분화되어 있어 각기 별도로 대처하고 있으나 실제 사례
들의 경우 중복 발생이 다수이며 협력적 대처가 필수적임에 동의하고 있
다(정혜숙, 2011).
현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는 효과적 협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
다. 필요성이 인지된다 하더라도 전달체계 기반이 통합을 지원하는 형태
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자의 대상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 현장 실무자들의 어려움이다(정혜숙, 2011). 따라서 사업의
진정한 포괄성과 폭력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중복 발생 점검을 필수적 행위로 구성하고 발생
이 발견된 경우 적극적 사례 의뢰와 통합적 사례관리를 통해 대처의 효과
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성하여야 한다. 물론 사례의 증가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지원 확대는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현재
아동학대 대책에서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협력이 보다 실
14)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의 특성은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1만 6737건),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8372건), 부부 및 가족갈등(490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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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을 갖게 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폭력의 복잡성은 비단 가정폭력, 아동학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학교폭력 등 다방면에 걸쳐 발견된다. 일반 형사
법상의 폭력 범죄와는 달리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취약계층에게 비교적
친밀도가 높고 익숙한 주변인이 폭력을 휘두른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니
폭력 유형 간의 관련성이나 동시 발생이 자주 목격된다.
사업 범위의 포괄성을 위해서는 폭력 예방 및 개입 전 영역에서 충분히
사업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폭력 대응 영역은
대체로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후에 사업 공급의 적정성에
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폭력 개입 및 가해자 처벌의 영역에 비
해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쉼터
및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수가 매우 부족하고 피해자 보호 및
심리 회복을 위한 지원도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각 쉼터 및 보
호시설에 충분한 상담 지원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외부 자원이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에 대한 직접 급여가 필
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충분하지 않은 공급자 지원으로 구성되어 피
해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예방 프로그램만 제시되어 학교폭력에 본 사회서
비스가 포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나. 공급자 측면
다음으로 공급자 측면에서 안전 및 권익 옹호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공급 충분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효과적인 운
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적 인프라가 우선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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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공급자의 입장에서 공급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제공할
만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대응 기관으로 신고 접수, 사례 판단,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전국 총 61개
소(2017년 8월 기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포 현황은 <표
5-4-4>와 같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공급의 충분성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기관 및 인력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최
근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고 찾아가는 동사무소 등 유관기관의 의뢰도 증
가함에 따라 서비스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평균 2.1회 현장 조사를 실시하
며, 기관에 따라 많은 곳은 3.3회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동 거리가 길어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사
례 수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평균 아동 수가 14만 7372명으로 과다하며, 연구 결과 기관당 아동 수와
피해 아동 발견율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아동
수가 적을수록 학대 피해 아동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
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이는 결국 담당 아동 수가 과다
한 경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사례 접근이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력 및 기관의 부족은 지방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아동학대를 다루는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일반적으로 사례가 확인이 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적어도 2~3회의 방문을 통해 사례관리 및 개입을 진행하
게 되는데, 지방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도시 지역에 비해 사례 개
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길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사례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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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운영 및 설립에 있어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례에 효
과적으로 접근 및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결국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공급의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인력 충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5-4-4〉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2017. 8. 기준)
(단위: 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

울산

2

서울

8

경기

12

부산

4

강원

4

대구

3

충북

3

인천

3

충남

3

광주

2

전북

3

대전

1

전남

3

경남

3

제주

2

경북

4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
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pp.268-271 부록2의 표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을 살펴보면 총
55개소가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 학대 피해 아동
에 대해 초기 조치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시 보호나 장기 보호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14.1%로 원가족 복귀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
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아동학대 발생 가정의 경우 충분
한 보호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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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5〉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지역

개소

지역

(단위: 개소)
개소

서울

0

부산

4

대구

2

인천

2

광주

2

대전

2

울산

2

경기

10

강원

4

충북

6

충남

3

전북

3

전남

6

경북

4

경남

3

제주

2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p.272 부록3의 표 발췌.

현재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대표적인 기
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관련 폭력의 피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여성의 경우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된 국번 1366을 24시간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 도에 설치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표 5-4-6〉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현황(2018. 1. 1. 기준)
지역
서울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세종

개소1)
34 (2)
5 (2)
9 (1)
4 (2)
11 (5)
12 (4)
10 (1)
14 1 (1)

지역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북
경북
제주
-

(단위: 개소)
개소
10 (4)
7 (1)
7 (1)
42 (2)
6 (2)
923 (5)
4 (1)
--

주: 1) 개소 중 ()는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소임.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8a).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http://www.mogef.go.kr/
cs/wvs/cs_wvs_f002.do에서 2018. 9. 2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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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상담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시
설이 필수적인데 보호시설은 전국 66개소가 운영 중이다. 일반적으로 피
해자 보호시설은 수용 인원이 매우 적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많기 때
문에 욕구가 있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는 부족함이 발견된다. 이
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분리를 원할 때 자녀와 함
께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
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표 5-4-7〉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서울

11

부산

3

대구

3

인천

1

광주

4

대전

1

울산

1

경기

12

강원

5

충북

3

충남

4

전북

4

전남

4

경북

2

경남

6

제주

2

세종

0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8a).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http://www.mogef.go.kr/
cs/wvs/cs_wvs_f002.do에서 2018. 9. 28. 인출.

서비스 공급의 부족은 노인학대의 경우 보다 심각해진다. 노인학대를
공적 영역의 개입이 필요한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04
년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되면서부터로 이해할 수 있다. 그 후 중앙노
인보호기관과 더불어 전국에 16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면서 적극
적 대응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경희(2017)에 따르면 노인학대 추
정 인구 70만 명을 고려하였을 때 약 2만 3000명의 노인을 한 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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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는 것과 같아 전문 보호기관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 예방과 개입에 있어 기관의 양적 부족도 문제이지만 인력 부족 역
시 서비스의 충분한 공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원은 전국에 637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심
리치료 전문 인력은 전국에 63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우현, 이용욱,
2016). 2016년 당시 적정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인력 규모를 추정한 결
과 상담원은 1181명,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은 1742명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박우현, 이용욱, 2016). 전체적인 사례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필요한 인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인력 부족은 전문 상담원의 잦은 이탈과 서비스의 연속적 제공을 방해
하는 장애물이 된다. 아동학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추적 조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건강한 발달을 돕는 노력이 필수적인데 인
력의 부족과 잦은 이탈은 이러한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
이와 함께 사건 접수 후 공급자 체계에서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
스 공급자뿐 아니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사법체계와의 연계가 주요 쟁
점이 된다. 현재 아동학대의 경우 사례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경찰과 동행을 요청하여 함께 출동을
한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의 전문성과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아동학대 가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
입하기 위함이 목적이다(박우현, 이용욱, 2016). 2016년도 전국아동학
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동행 건수는 2014년도에 비해 273.8% 증가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주었으나 여전히 상담원 단독으로 출동하는 경우
가 전체 케이스 중 56.6%를 나타내 사례에 효과적인 초기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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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8〉 아동학대 사례 현장 조사 동행 현황
(단위: 건, %)
상담원

경찰

상담원·경찰

상담원·공무원

경찰·공무원

상담원·경찰·
공무원

30,210
(56.6)

5,720
(10.7)

14,594
(27.3)

718
(1.3)

114
(0.2)

2,045
(3.8)

계
53,401
(100.0)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p.94 <표 3-2> 발췌.

경찰은 2015년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발족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 또한 학대 전담 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349명
이 배치되어 폭력 사례에 개입하고 있다(박우현, 이용욱, 2016). 그러나
박우현, 이용욱(2016)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현장 조사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증원뿐 아니라 전담 경찰의 인력 증
원도 필요하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또는 성폭력 등과 관련한 개입은
일반 형사 범죄와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의 전문성
과 민감성을 갖춘 경찰 인력의 배치와 육성이 필요하다.
폭력 예방 및 개입의 영역에서는 서비스 사업 공급의 충분성을 위해 기
관 확충과 인력 수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
스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서비
스 제공 기관이 충분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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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및 권익 보장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 방안
가. 단기 방안
1) 안전 및 권익 보장 분야 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

안전 및 권익 보장 관련 이슈들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주로 발생하고 정
보의 부족, 사회적 편견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사회서비스 체계
로의 적극적 연결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충분히 공적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
민해야 한다. 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서비
스 수요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폭력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점
차적으로 신고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
려운 실정이다.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정폭력이 발생
한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 알려지는 것이 두
렵거나(60.4%), 더 심한 폭력이나 보복(경제적 등)이 두려워서(3.0%), 또
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3.2%)로 나타나 폭력을 공적인 문
제로 이해하도록 돕는 인식 개선 노력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효과적인
개입 제도 마련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이인선
외, 2016).
안전 및 권익 옹호 사회서비스의 보장 수준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서비스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에 적당한가’와 관련한 질문일 것이다. 보장 수준이라는 것은 서비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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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서비스 필요성과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평가
하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다.

2) 안전 및 권익 보장 사회서비스 보장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적 인프라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서비스 공급 기관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력 부족의 이슈도 검토되었으며 사건 접수 및 효과적
대처를 위한 전달체계의 부족 등이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다.
안전 및 권익 보장 서비스 공급원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인 서비스
향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안전한 보
호, 상담 지원, 의료적 회복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폭력 경험
이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심리적, 정서적 상흔을 남긴다는 점을 고려하였
을 때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시설 상담원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폭력 대응 정책이 가정폭력 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질적으
로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현진희, 2016).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전담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3)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협력과 연계 기반의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안전 및 권익 보장의 영역, 그중에서도 폭력 예방 및 개입의 분야는 범
부처 협력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그 욕구가 매우 다
양한 특징이 있어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사례
접수 과정에서의 경찰 등 사법적 체계의 일차 대응, 안전한 보호와 장소

192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제공, 신체적 심리적 상해 회복을 돕는 의료서비스,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와 가해자 처벌을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와 독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및
주거 지원, 자녀 양육을 돕는 서비스, 경제적 안정과 독립을 위한 자활 및
취업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는 독립적이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서비
스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사례 접수 후 경찰 및 법원을 포함한 사법기관, 여성의전화 및 가
정폭력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의료기관의 협력은 초기 대응의 효과성
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협력 체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민감
성과 인식을 관련 기관에서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 및 육성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지원 체계 마련

이 밖에 보장 수준의 적정성을 위해 추가적인 쟁점을 본 장에서 논의하
고자 한다. 우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현재 가정폭력 관련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해서는 양성평등
기금을 통한 기금예산이 운용되고 있다. 유숙영(2014)은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있어 안정적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함
을 지적하고 있다. 예산이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15) 기금이라는 예산
의 특성상 일반회계 예산에 비해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
가 존재한다.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인식하였을 때 폭력
15) 여성가족부의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살펴보면 ‘젠더 폭력과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예산은 2017년 683억 원에서 2018년 703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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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에 보다 적극적인 국가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안정적 예
산 편성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기금예산 운용의 문제는 현재 법무부의 법률 관련 사회서비스
및 몇 가지 사업(노인보호전문기관 운용,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중앙장
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운영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확인
된다. 같은 폭력 대응의 서비스 영역임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의 경
우 일반회계로 지원이 되는 반면, 여성의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는 기금운용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확충
앞의 <표 5-4-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폭력 예방 및 개입 영
역에서의 대응은 주로 공급자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폭력 대응
기관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지원은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본 장에서
다루고 있는 유형의 폭력은 그 후유증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오랜 회복
과정이 요구되는 특징이 있다. 공급자 지원의 경우 기관 내 서비스 확대
를 위해 활용될 수 있으나 기관 밖 대상자(퇴소 피해자, 기관 및 쉼터 보
호가 어려운 피해자, 가정 복귀 피해자 등)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적으로 회복을 돕는 상담 및 지원 서비스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대상자
가 지역 내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직접 지원 등의 방안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나. 중장기 방안
안전 및 권익 옹호 영역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은
결국 모든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에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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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아진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폭력 예방 및 개입 영역을 중심으
로 구성되는 현 사업의 범위를 넓혀 권익 옹호, 안전 및 사고 예방 등의 사
업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욕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발굴하여 사전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의 구성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이 영역에서 중요한 관심은 예방을 위한 노력이다. 안전 및
권익 옹호의 대상이 되는 대상의 욕구는 삶에 있어 자연스러운 경험이라
기보다는 겪지 않았을 때 긍정적 삶을 누릴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제 발생 후 대응체계의 전문화와 보장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
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방은 크게 눈에 띄지 않
고 그 효과성도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주요 관심사에서 벗어나기 쉬
우나 이 영역에서만큼은 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 및 권익 보장 영역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
어지며 국가 의지가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든 쟁점
을 충분히 다루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현재 제기된 주요한 쟁점을 중심
으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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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고용 영역 사회서비스
1. 고용 분야 사회서비스 정책
가. 사회서비스와 고용서비스
‘사회서비스’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지만, ‘고용’ 영역의 사회서비스 역
시 그 범위와 관련하여 완전히 합의된 정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 고용 영
역의 사회서비스는 일종의 노동시장 정책으로 보아, 사회서비스 관점에
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고용 분야는 명백하게
사회서비스의 한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16)
노동시장 정책의 관점에서 고용 영역의 사회서비스는 흔히 ‘적극적 노
동시장 정책’으로 분류되는 것들이다. OECD는 노동시장 정책(labour
market programmes)을 8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는데, 이 중 현금 이
전의 성격을 가진 둘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 6가지 프로그램 유형은 다음과 같다
(OECD, 2015).

① 공공 고용서비스 운영(Public employment service and administration): 취업 알선, 구직 지원, 상담, 사례관리 등의 고용서비스
제공, 실업 및 조기 은퇴 관련 급여의 관리,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의 관리 운영 등
② 직업훈련(training):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직업훈련, 사업장에서의 직

1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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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 지원, 훈련기관과 사업장이 연계된 훈련, 견습(apprenticeship)
프로그램 및 노동시장 약자에 대한 훈련급여 지원 등
③ 고용보조금(employment incentive): 채용, 고용 유지,일자리 나
누기 및 직무 전환 등에 대해 지급되는 장려금
④ 보호 또는 지원고용 및 재활(sheltered and supported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근로 능력이 장기적 혹은 영구적으로
감소된 이들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한의) 보조금 혹은 이들
에 대한 직업 재활
⑤ 직접 일자리 창출(direct job creation): 장기 실업자나 기타 취업
이 어려운 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공공 재원을 바탕으로
주로 공공 부문이나 비영리 민간 부문에 만들어지는 추가적 일자리
⑥ 창업 지원(start-up incentives): 실업자나 특정한 표적 집단이 창
업 또는 자영업을 시작하도록 유도‧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들 6가지 유형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급여의 형태나 내용을 바
탕으로 살펴볼 때, 공공 고용서비스 운영, 직업훈련, 보호 또는 지원고용
및 재활은 사회서비스 성격의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며, 창업 지원 역시
사회서비스 성격의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이다. 반면 금전적 지원이 중심
이 되는 고용 보조금이나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의 경
우 ‘사회서비스’의 성격으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박세경 외(2015)는 사회보장기본법이 명기한 10가지 사회서비스 영역
을 각각 정의했는데, 고용 및 취업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영역은 “직업훈
련, 취업 지원 등 고용지원 서비스: 구직‧일자리 알선, 직업 기능 교육 및
훈련, 근로자 상담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전술한 6개 영
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공공 고용서비스 운영과 직업훈련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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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성격이 가장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 영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좀 더 넓은 의미의 정의는 「고용정책기
본법(제6조 1항의 10)」에서 찾을 수 있다.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서비스
를 “구직자 또는 구인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
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유
길상(2010)은 고용서비스를 “고용정보, 직업지도, 취업 지원, 직업능력개
발, 실업급여, 전직 지원 서비스,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지원, 탁아서비스
등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
다. 이들의 정의에서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매칭하는 전통적
의미의 취업 알선에 관한 서비스뿐 아니라, 직업능력개발, 직업교육 및
지도, 실업급여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정
책 영역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광의의 ‘고용서비스’를 생애주기에 따라 배치하면 <표
5-5-1>과 같다. 노동시장 진입 이전 준비 단계에서는 주로 학교를 통해
직업교육 및 직업정보를 제공하며, 입직 단계에서는 취업 상담‧알선, 직업
능력개발 훈련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가 제공된다. 재직 중에는 재직자
대상의 직업능력 향상 훈련, 고용안정 사업, 일시적인 실직 시 제공되는
실업급여와 취업 알선 서비스가 제공되며, 전직 및 퇴직 준비 단계에서는
전직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그리고 경력의 전환을 위한 직업능
력개발이 포함된다(박천수, 서유정, 김수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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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1〉 한국의 고용서비스 구조
주요 항목

재직 단계

전직 단계

법률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준비 단계

- 고용정책 기본법 - 근로기준법
- 직업안정법
- 고용보험법

입직 단계

- 직업안정법

대상

- 학생
- 훈련생

- 학교 졸업자
- 구직자

- 취업자
- 실직자

- 전직 준비자

내용

- 직업교육
- 직업정보

- 양성 훈련
- 직업 지도
- 취업 알선

- 향상 훈련
- 고용 안정
- 실업급여

- 전직 지원
- 취업 알선
- 일자리 정보

자료: 박천수, 서유정, 김수진. (2014).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강화 방안. 서울: 한
국직업능력개발원. p.21의 표 발췌.

이상과 같은 정의들을 참조할 때 고용 영역의 사회서비스 범주는 좁게
볼 경우에는 취업 알선, 직업훈련, 상담, 노동시장 정보 제공 등 취(창)업
에 대한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회서비스를, 넓게
볼 경우에는 여기에 학교에서의 직업교육, 실업급여의 제공, 고용안정 사
업,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영역, 돌봄 서비스 등 복지 관련 영역까지를 광
범위하게 포함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 중 교육 영역의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중심의 고용 안정, 돌봄 영역의 서비스 등을 제외하고 협의의 정의에 가
까운 취업 알선, 상담, 정보 제공, 직업훈련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중심으
로 살펴볼 것이다. 다만 취업 알선, 상담, 정보 제공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경우 실업급여의 제공을 중요한 업무
로 하고 있고,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밀접한 연계가 국제적
인 노동시장 정책의 흐름인 만큼(Clasen & Clegg, 2011), 필요한 경우
급여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17)

17)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용서비스’라는 용어는 상황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포함하는 고용 영역의 사회서비스 전반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취업 알선/
상담/정보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비스(PES와 PrEA의 기능)를 가리
키기도 한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고용서비스’를 취업 알선/상담/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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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 영역 사회서비스 정책의 흐름
한국의 공공 고용서비스(PES) 역사는 1961년 직업안정법 제정으로 거
슬러 올라간다. 직업안정법은 정부의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 및 직업지
도, 실업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민간의 직업소개 및 보도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직업안정소가 전국에 설치되어, 한국에서의 PES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 이후 직업안정소는 1963년에 노동청으로 이관되었고, 1981년 노동
부로 승격되었다. 이 과정 동안 공공 직업안정소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확
대됐는데, 1968년 25개소에서 1995년 고용보험 실시와 함께 46개소로
조정되었으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더 확대되어 2001년에는 168개까
지 증가하였다(이달곤 외, 2002). 이후 2000년대 중반 대도시 중심으로
통폐합 과정을 거치며 85개까지 감소했다가(김동헌, 2008), 이용자 중심
의 원스톱 서비스화를 지향한 고용복지+센터로의 전환과정을 거치며
2017년 현재 100개소로 확대되었다(길현종, 2017).
민간고용서비스는 1961년 직업안정법 제정 당시 민간을 통한 고용서
비스의 제공보다는 중간착취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장려 대신 규제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했으며(장신철, 2013), 1990년대까지도 이렇다 할
발전을 보이지 못했다(김승택, 노상원, Daniel Finn, 2015). 이후 단계
적인 규제 완화를 거쳐 외환위기 이후엔 1999년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유
료 직업소개 사업이 허가로 변경되며 기관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5년만 해도 7163개였던 민간 직업안정기관 수는 2016년에는 1만
3110개로 증가하였으며, 구인자와 구직자 수 역시 2013년에 각각 216

의 수행과 그 수행기관을 가리키는 용어로, ‘고용 영역 사회서비스’를 고용서비스와 직
업능력개발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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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과 342만 명으로 2005년 대비 2.6배와 3배로 증가하였다(김승택,
노상원, Daniel Finn, 2015; 백광호, 김기근, 정희정, 2018).
한국의 직업훈련제도는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60년대 후반 산업화에 따라 기술인력 수요가 증가했지
만, 고등교육에서는 인문계 선호로 인해 오히려 무기능 인구가 증가하였
다. 여기에 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사업주들의 소극적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직업훈련에 관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했다(서상선, 2002). 이에
따라 직업훈련법을 통해 한편으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직업훈
련을 시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주
의 직업훈련 실시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중단
되고, 「직업훈련법」은 1974년 「직업훈련촉진법」으로 전환되었으며,
1976년에는 두 법을 통합한 「직업훈련기본법」을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
상 사업주의 직업훈련을 의무화하였다.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일정액의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이 기금을 직업훈련 촉진 사업에 사
용하도록 「직업훈련촉진기금법」(1976)을 제정하였는데, 초기에는 사업
주의 직업훈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후에는 직업훈련을 실시
하기보다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나영
선, 강순희, 2011). 1982년에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현재의 한국산업
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공공 직업훈련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직업훈련제도 역시 1995년 고용보험법 제정을 계기로 변화를 겪었다.
직업훈련제도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사업
주의 직업훈련 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보험을 통해 포괄적인 직업능
력개발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1999년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
훈련촉진법」(2004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화)으로 전환하고
직업훈련 제공 기관의 범위를 영리법인, 개인 등으로 확대하여 민간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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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민간의 직업훈련 제공 기관은 종전
의 사업 내 직업훈련기관과 비영리 법인 중심의 인정직업훈련기관 외에
학원 등 기타 민간 기관의 공급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나영성, 강순희,
2011).
2005년에는 공공 훈련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직업훈련 실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독립시켜 한국폴리텍대학에서 공공 직업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였다(나영선, 강순희, 2011). 또한 2008년부터는 실업자
의 훈련 선택권을 극대화하고 직업훈련 영역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
히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바우처 방식의 직업훈련개발계좌제(현재는 내
일배움카드제)를 도입하였다(나영선, 최지희, 김진영, 2009).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고용 영역의 사회서
비스는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용서비스의 혁신은 청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과 함께 구직자를 위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정책의 한 축으로서, 실업급여 지급 및 수급자 관리 중심에서
구직자 대상 취업 상담‧알선 기능 강화로 전환하는 것이 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된다. 구체적으로는 직업상담원 처우 개선, 교육 강화, 경력 관리 체
계 구축 등 고용서비스 인력의 역량 강화가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민간 위탁 기관 운영 효율
화를 중심으로 한 사업 내실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8a).
직업능력개발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거시
적 변화에 국민들의 적응을 지원하고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
력개발 시스템을 혁신하고, 포용과 통합을 위해 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
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①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 ② 포용과 사회통합의 직업능력개발, ③ 평생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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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 ④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거버넌스 혁신을 전
략으로 직업능력개발의 미래지향성, 포용성, 그리고 고용 유지와 능력개
발을 위한 개인 활동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7a).
그 밖에 여성,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고용 관련 사회서비
스는 각각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제3차 고령
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다. 여성의 경우 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의 차원
에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 특화 취업성공패키지 도
입,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특화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의 방안이 추진
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7c).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배경으로 생산
인력으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장년 특화 직
업훈련 과정 확충 및 재직 단계에서의 능력개발 여건 조성, 전직 시기 전
직 준비 기반 지원 강화, 장년 고용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7d). 장애인의 고용 지원을 위해서는 1
차적으로 노동 수요 측면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들이 추진
되고 있으며, 고용 관련 사회서비스는 노동 공급 측면의 방안으로 제시되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유형과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및 훈련 과정 확대, 장애학생 통합
취업 지원 체계 구축, 장애학생 취업 지원 확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용노동부,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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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고용 영역 사회서비스 현황18)
1) 고용서비스

한국에서 고용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PES 기관은 고
용센터(고용복지+센터)다. 2017년 현재 전국에 100개의 고용복지+센터
와 2개의 고용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고용센터의 서비스는 구직자와 구
인자를 연결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취업 지원, 취업 알선, 직업소개,
상담,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PES의 역할이 고용서비스
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한 직업훈
련 연계, 직접일자리 창출,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 역시 수행한다. 요컨대 다양한 요구를 가진 구직자의 게이트웨
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16년 기준 고용센터의 인력은 4943명으로 파
악되고 있다.
고용센터 외에도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사업별로 PES 역할을 수행하
는 별도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7년부터 경력단절 여
성을 대상으로 종합적 취업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
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155개 접점에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
련, 취업 연계, 취업 사후관리 지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등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포함하는 일자리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

18) 이하에서 주요 고용 영역 사회서비스는 전술한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에 더하여, 최
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
비스’를 별도로 분리하여 세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박천수, 서유정, 김수진(2014)
의 분류를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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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북한이
탈주민 대상의 취업 상담 및 알선을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국방전직교육원을 통해 채용 정
보, 취업 상담, 취업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는 지방보훈청 산하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두고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며 취업 지원,
직업지도, 구인 발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5-5-2〉 주요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 현황
구분

설치 근거

운영 현황

대상

주요 업무
-

고용보험 관련 업무
취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 상담
구인 발굴 및 채용 지원 등

102개

- 전체 구직자
- 구인 기업

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155개

- 경력단절여성 - 구인 기업
-

지자체
일자리
센터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243개

- 일반 구직자
- 구인 기업

- 취업 지원
- 직업진로지도
- 구인 발굴

제대군인
지원센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7개

- 전역(예정)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
센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센터

직업안정법

집단 상담 등 취업 지원
인턴십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지원

28개
(지부 4개 - 북한이탈주민 - 주민정착지원
별도)

자료: 오성욱. (2016). 수요자에 기반한 공공 고용서비스 특성 및 체계화.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
11(2), 19-34.’ p.23의 표를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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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직업소개 사업은 크게 무료 직업소개 사업, 유료 직업소개 사업,
서치펌(헤드헌팅), 그리고 직업정보 제공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백광
호, 김기근, 정희정(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각각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우선 무료 직업소개 사업은 2016년 기준 1588개소의 기관에
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비영리 또는 공익 법인으로 주로 노
동시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료 직
업소개 사업은 2016년 현재 1만 1287개의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데, 상대적으로 개인 사업체의 비율이 높고 영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또한 제공되는 직업소개 일자리도 대부분 일용직 또는 임시직 위주로
파악된다. 직업정보 제공 업체는 2016년 1200여 개로 정보기술의 발달
로 온라인 기반 취업정보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상
대적으로 저렴한 구인 비용으로 인해 사용자의 선호도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신규 실업자의 36%,
전체 실업자의 24%가량이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
으며, 민간 고용서비스를 통해서는 각각 15.4%와 17.4%가 일자리를 얻
었다(김안정, 2016).
2017년 고용서비스에 투입된 예산은 총 7999억 원으로 전체 재정 지
원 일자리 사업 예산의 4.7%를 차지했다. 2011년에서 2017년 사이에 해
당 예산은 3.6%에서 4.7%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오성욱, 2017).

206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표 5-5-3〉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연도별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38,737

41,566

46,832

59,453

직업훈련

11,241

13,933

17,851

22,460

고용서비스

3,138
(3.6%)

5,084
(4.5%)

6,102
(4.4%)

7,999
(4.7%)

고용장려금

8,234

17,340

25,961

31,752

창업지원

1,587

5,062

18,339

22,003

직접일자리
계

25,112

29,234

24,663

27,069

88,059

112,220

139,748

170,736

자료: 오성욱. (2017).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실천수단으로서 고용서비스의 과제. 직업과고
용서비스연구, 12(2), 1-13. p.6의 표 발췌.

2) 직업능력개발

한국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크게 재직자 훈련과 실업자 훈련으로 나
누어지며, 재직자 훈련은 다시 기업 지원, 개인 지원, 공동 훈련으로, 실
업자 훈련은 다시 민간 훈련과 공공 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5-1〕 직업능력개발 사업 체계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2018).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세종: 고용노동부 p.3의 그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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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재직자 및 실업자에 대한 훈련 지원은 근로자/구
직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 바우처 방식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
는 것이 대부분이다. 2017년 기준으로 이들 각 사업에 참가한 인원과 집
행 금액은 <표 5-5-4>와 같다.
이들 중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을 논외로 하면, 가장
많은 직업훈련 수요자들이 받는 직업훈련 서비스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
원되는 근로자/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다.
〈표 5-5-4〉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적 및 예산(2017년 기준)
(단위: 천 명, 억 원)
구분

훈련명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유급휴가훈련제외)
유급휴가 훈련

재직자
훈련

5,623

19

149
820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2,312

시설․장비 대부

-

131

3,720

9,035

182

1,796

신규 실업자 훈련

38

640

지역 실업자 훈련

0.4

2

소계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소계
다기능 기술자 등 훈련
공공
훈련

집행액

3,439
262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전직 실업자 훈련
실업자
훈련

인원

기능사 양성 훈련
직업훈련 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
소계
총계

71

4,100

291.4

6,538

23

355

6

301

4

216

33

872

4,044.4

16,445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2018).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세종: 고용노동부 p.57의 표에
서 2017년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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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는 <표 5-5-5>의 대상자에게 연간 200만 원 한
도 내에서 훈련 과정에 따라 60~100%의 훈련비를 지원한다. 실직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 훈련 과정 참여 시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간 직종별 취
업률 등에 따라 훈련비의 20~95%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1개
월마다 소정 출석 일수의 80% 이상 출석 시 훈련 장려금을 추가 지급한
다.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1유형은
최대 300만 원까지 훈련비 전액 또는 90%, 2유형은 50~95% 지원), 훈
련 수료자가 훈련 종료 6개월 이내 동일 직종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훈련비 전액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계, 금속, 전기, 동력 등 중
요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며, 1개월마다 80% 이상 출석 시 월 최대 21만 6000원~
41만 6000원의 훈련 장려금이 지원된다(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표 5-5-5〉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자
근로자

실업자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피보험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5세 이상)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에 대하여 상담을 한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
- 180일 이내 이직 예정자
되면 내일배움카드 발급․지원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 실업자
동안 3년간 사업주 훈련 및 근로자 개인지원 ․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매출
훈련 이력이 없는 피보험자
과세표준(수입금액)이 15,000만 원 미만인
- 대규모 기업 45세 이상인 사람
사업자(간이과세자 또는 휴업신고자의 경우
- 육아휴직 중인 사람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 ․ 사업기간이 1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
중인 자
를 제공하면서 최근 1년간 사업소득이
15,00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고용보험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임의가입)
(월평균 소득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
기간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비진학 예정의 고3 재학생 및 대학졸업예정자
(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
․ 농․어업인 중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
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
시간 미만 포함)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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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을 받은
제대 예정 군인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법무부장관 추천을
받은 난민 인정자 등

자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2018).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세종: 고용노동부 p.12, p.16
의 내용 재구성.

3)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2007년 이전까지 한국의 취업 지원 서비스는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에게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박천수 외, 2014).
그러나 고용 영역의 사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고용훈련-복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
한 방안으로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인프라 차
원에서는 고용복지+센터를 도입하게 되었다.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취업성공패키지 사
업이다. 2009년 도입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18세 이상 69세 이하자
로서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결혼이민자, 여성가
장, 위기청소년 등 특정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과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 및 35세 이상 69세 이하자로서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는 (1단계) 취업 상담 및 진단을 통해 향후 취업 지원 방향 설정, (2
단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인턴, 일 경험 및 해외취업, 창업
지원 등 연계, (3단계) 구인 정보 제공 및 입사 지원서 컨설팅 등 집중 취
업 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술한 것처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직업
훈련 참여 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단계별로 1단계 참여수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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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참여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취업 성공수당이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가자는 2009년 도입 시 약 9000명에서 2015
년에는 참여 인원이 34만 6214명에 이르렀으며(양지윤, 백광호, 최석현,
고희원, 2016), 2018년 약 5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외에도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 경력단절 여성 취
업 지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유사한 방식으로
단계별 상담, 직업훈련, 취업 지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운영
되고 있다.

2. 고용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쟁점 분석
가. 이용자 측면
1) 고용서비스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상담, 취업 알선, 취업 지원, 직업소개,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고용서비스에서 이용자 측면의 가장 중요한
보장성 문제는 접근성에 있다. 현재 공공 고용서비스의 핵심기관인 고용
센터는 2011년 81개소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100개소를 넘
어섰지만, 고용센터별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2.8개소로 고용센터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시‧군이 1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오성욱,
2017). 고용서비스의 전반적 이용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고령층에 비해 청년층, 특히 대학생의 이용률이 낮아 청년층
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고용노동부, 2018c).
그런데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보 획득 능력이 높은 계층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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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면, 이 연령대에서의 낮은 이용률은 접근성의 문제일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 문제로 볼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용서
비스의 질 문제는 많은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핵심
에는 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문제가 있
다. 김두순, 박진희, 이정아(2017)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 고용서비스에
등록되는 일자리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비율(2016년
67.8%)은 2008년 이래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기간제 및 일용직 계
약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경비‧청소 관련직(14.4%), 환경‧인쇄‧목재‧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11.7%) 등 저숙련 일자리의 비율이 높다. 사업 규모
별로도 30인 미만 일자리 비율이 60%를 넘는다. 요컨대 저숙련,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등록되는 일자리의 성격이 이
렇다 보니 구직자들 역시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들
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민간 고용
서비스에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 특히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료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건설‧파출‧간병
등 영역의 임시‧일용직으로 제한되고 있다(금재호, 노현종, 강금봉,
2016; 백광호, 김기근, 정희정, 2017).
이용자 측면의 고용서비스 보장성의 또 하나의 문제는 서비스의 분절
성에 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fragmentation)은 서비스 제공
의 중복 및 탈루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Gilbert & Terrell,
2007; 길현종, 이영수, 2017). 이는 1차적으로 전달체계의 효율성 문제
라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수급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 보장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이기도 하다. 많은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다양한 고용 관련 사회서비
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이 원스톱 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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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shop)으로 기능함으로써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보장성을 제
고하려는 개혁이 9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나타났다(Van Berkel, 2010;
Clasen & Clegg, 2011). 한국의 경우 고용복지+센터의 도입이 이와 같
은 흐름 위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의 센터
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리적 기반을 갖췄을 뿐 실질적인
연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길현종, 박찬임, 성지
미, 김예슬, 2015).

2)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측면에서 보장성 문제는 접근성의 격차에 있다. 직업능
력개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여성, 고령자, 중소기업 재직자, 비정규직
등의 직업훈련 참가율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특지 재직
자 직업훈련의 경우 직접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과 연계되어 있어 고용보
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시장 약자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기도 하다(박
천수, 서유정, 김수진, 2014; 이덕재 외, 2012).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
중 구조가 직업훈련 접근성에서도 그래도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7a).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 약자들의 경우 직업훈련의 비용 문
제가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내일배
움카드제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 부분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직업훈련 수강 시 소득 활동이 제한되어 실업보험 수급자가 아닌
경우 생계에 곤란을 겪는다(남재욱, 김영민, 한기명, 2018). 이는 저소득
근로연령대 인구들의 직업능력개발 접근성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된다.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의 연계는 직업능력개발의 효과적 전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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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 중 직업
능력개발이 필요한 이들을 선별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을 연계하는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체계는 이와 같은 과정이 효과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잠재적 훈련
대상자의 상당수가 훈련 참여 기회에서 배제되고 훈련과 취업이 연계되
지 않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며 나아가 구직자들에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교양교육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정병석, 박능후, 김동헌,
2011; 박천수, 서유정, 김수진, 2014; 김강호, 박가열, 이요행, 이상준,
2015).
직업능력개발의 내용 측면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직업능력개
발 체계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고령층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저
조는 20대 후반 이후 한국 성인의 숙련 부진과 연관되어 직업능력개발 사
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7a).

3)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는 고용서비스
와 직업훈련의 연계, 개인화된 서비스의 제공, 효과적인 직업훈련의 운영
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취업성공패키지에
기존의 참여수당뿐 아니라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결합함으로써 ‘한국형 실
업부조’(이병희 외, 2013)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자 모집에 대한 어려움과 직업훈련 참가
자의 과다, 지자체 사업과의 중복 등의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전달체계
를 개편해 왔다(양지윤, 백광호, 최석현, 고희원, 2016). 김호원, 이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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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는 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의 취업성공패키지 발전을 4단계로 구
분하여 설명하며, 각 단계별로 사업 대상 확대, 유사 사업과의 통합, 사업
의 질적 개선 등의 성과를 이루어 참여 인원의 증대 및 참여자의 취업률
확대를 이루어왔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취약계층 참가자(Ⅰ유형)에 대
한 수당 등 복지 차원의 지원 부족,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미비, 취업
일자리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나. 공급자 측면
1) 고용서비스

사회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다(김은정,
2011). 이는 고용 영역 사회서비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서비스의 질, 나아가 서비스 이용자에 대
한 실질적인 보장성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공 고용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가장 많이 지적
되는 문제는 업무 대비 상담원의 숫자가 적다는 것이다(김승택, 노상원,
Daniel Funn, 2015; 서형수, 2016; 길현종, 2017; 오성욱, 2017). 비
록 어느 정도의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
가 필요하겠지만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던 고용센터 인력의 증가 속도는 2012
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인력 충원은
행정 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작 취업 지원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오성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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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6〉 고용센터 직원 1인당 구직자 수 및 경제활동인구수
(단위: 명)
구분

한국(’15)

독일(’14)

영국(’14)

프랑스(’13)

일본(’13)

1인당 구직자

605.5

53.4

53.1

95.9

222.4

1인당 경활인구

5,467

446.7

463.4

553.9

2,357.3

자료: 오성욱. (2017).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실천수단으로서 고용서비스의 과제, 직업과고
용서비스연구. 12(2), 1-13. p.3의 내용 재구성.

실제로 고용센터는 고용서비스와 관련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
라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모성보호 사업 관련 업무
도 수행하며, 과다한 행정업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승
택, 노상원, Daniel Funn, 2015; 김호원, 2015). 물론 실업급여 관련 업
무나 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스톱 서비스 기관으로
서 필요한 역할로, 고용-훈련-복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유길상, 2010). 하지만 고용센터의 인력이 부
족한 상태에서 이처럼 업무의 종류와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은 결
국 고용서비스의 질을 낮추게 되며, 서비스 수혜자 입장에서는 보장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공공 고용서비스 인력의 양과 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거기에서 멈추
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용 영역 사회서비스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친
다. 우선 공공 고용서비스 인력의 양 부족으로 말미암아 손이 많이 가는
업무 중심으로 민간 위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김승택, 노상원, Daniel
Funn, 2015), 이는 공공 부문이 부족한 영역의 전문성을 민간을 통해 보
충한다는 원래의 민간 위탁 취지에 어긋나는 분업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고용서비스 공급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은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유료 직업소개 사업의 경우 대다수가 영세
한 기관으로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금재호, 노현종, 강

216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금봉, 2016; 백광호, 김기근, 정희정, 2017). 이는 전술한 대로 이들 기
관에서 제공되는 고용서비스가 임시‧일용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2) 직업능력개발

공급 측면에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문제로는 사업 체계의 복잡
성, 공급기관의 영세성과 공급 인력의 전문성, 그리고 품질관리의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사업 체계의 복잡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의 정책,
지도 점검, 심사 및 평가, 모니터링 등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고, 이것이 훈련 참가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
이 훈련기관의 정보에만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나동만,
2014).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공급기관에는 폴리텍대, 한국기술교육대와
같은 공공 훈련기관과 지정 훈련시설, 기업‧사업주 단체, 대학, 학원 등의
민간 훈련기관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직업훈련 공급자는 계좌제 도
입 이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급증했었으나,
2013년 이후에는 공공 훈련기관, 대학, 사업주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훈련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훈련기관의 비율은 여전히 13%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한계가 지적된다(관계부처합동,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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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7〉 직업훈련 참여 기관별 유형
(단위: 개소)
공공 훈련기관
연도

계

2013
2017

민간 훈련기관

폴리텍대

한기대

지정
훈련시설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학원 등
기타

7,799

34

1

893

2,381

164

4,326

6,884

37

1

755

2,937

205

2,949

자료: 관계부처합동(2017a).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관계부처합
동. p.4의 표 발췌.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력의 문제 또한 전문성의 한계로
지적된다. 2017년 현재 정부 지원 훈련시장에서 활동 중인 교‧강사 3만
2428명 중 훈련교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은 21.4%에 불과하며, 교‧강사
에 대한 주기적 직무교육 시스템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이들의 대다수
(58.2%)가 기간제로 교‧강사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관계부처합동,
2017a).
현재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는 적합훈련과정의 심
사, 훈련기관 평가 및 감독을 통해 직업훈련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및 심사 인력에 비해 심사 대상 기관의 수가 많아 체계
적인 모니터링 및 심사‧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결과 훈련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나동만, 2014). 직업훈련에서 시장 기능
을 확대한 계좌제 훈련 방식 도입으로 단기간 내에 훈련 공급이 확대되면
서 오히려 직업훈련의 품질관리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김주섭, 2017).

3)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이 주요한 고용서비스의
제공은 대부분 민간 위탁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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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민간 위탁 기관 인력의 전문성이 낮고 임금 수준이 열악하여, 양질
의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길현종, 2017). 실제
로 민간 위탁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한 김혜원, 김동헌, 오민홍, 박혁
(2015)의 연구에 따르면 민간 위탁 기관이 공공기관에 비해 취업 성과 측
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성적 평가에서는 낮은 수
준을 보였다고 평가된다. 이는 전술한 대로 공공 고용서비스가 확보하지
못한 영역의 전문성을 민간 위탁을 통해 확보한다는 원래의 목적과는 동
떨어진 결과라고 하겠다.

3. 고용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 방안
가. 단기 방안
단기적인 차원에서 고용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는 전술한 고용
서비스, 직업능력개발, 그리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영역별로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있다.
우선 고용서비스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
의 강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의 증대가
필요하다. 공공 고용서비스의 핵심적인 문제가 고용서비스 제공 인력에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 제공 인력의 추가 채용, 처
우 개선, 직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 접점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해
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서비스 인력의 양과 질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고용센터의 역할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고용센터는 고용 영역 사
회서비스 전반의 원스톱 창구(one-stop shop)로 기능하면서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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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요로 하는 구직자는 직업훈련기관으로, 복지 영역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는 복지 영역의 서비스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구직자
는 민간 위탁을 활용한 민간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고용센터와 다른 고용 영역 서비스 기관 간
의 원활한 연계가 제도화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센터 상담원
을 통한 구직자 프로파일링(profiling)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19)
고용서비스의 민간 위탁은 민간 영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고
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 민간
직업소개 기관들이 영세하고 민간 영역 상담사들의 고용의 질 및 전문성
이 낮아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민간 직업소개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영역의
고용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바탕으로 우수기관 인증, 교육 및 컨설팅, 성과 평가, 전문 인력 관리
등의 영역에서 지원과 규제를 통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백광호, 김기
근, 정희정, 2017).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사업장 내 훈련 지원을 통해 훈련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할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같이 훈련의 사각
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상
당수가 실업급여 수급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9) 다만 기존 연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한국의 활성화 정책 제도 환경은 one-stop shop을
도입한 서구 복지국가들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제 고용센터를 중심으
로 한 통합적 고용서비스 연계 체계의 설계 및 구성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환경 차이를
고려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길현종 외(201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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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기간 동안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수당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청년층에
한정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액과 기간(3개월간 월 30
만 원), 대상자, 대상 프로그램 모두 확대하여 저소득 직업훈련 참여자가
훈련기간 동안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업훈련과 고용의 연관성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서는 산업 현장의 숙련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구직자 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직업훈련 연계가 모두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
서비스와 직업훈련의 밀접한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고용서비스 기관의
일자리 개발과 훈련 개발을 연계하고, 고용서비스 기관의 게이트웨이
(gateway) 기능을 통해 적합한 훈련 참가자와 프로그램의 연결이 요구되
기 때문이다. 직업훈련이 관련 산업에서의 일자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산업 현장의 일자리 수요와 매칭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포함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과제는
전술한 과제들과 상당 부분 연계되어 있다. 우선 취업성공패키지 내에서
다소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효과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
고 있지 못한 직업훈련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맞는 직
업훈련을 연계하는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며,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민간 위탁 기관의 평가 및 인센티브와 일자리의 질 간의 연계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가. 장기 방안
장기적으로 고용 영역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서비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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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2015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지출은
0.36%로 OECD 평균(0.53%)보다 상당히 낮으며, OECD 35개국 중 20
위 수준이다. 그런데 그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직접 일자리
창출(0.2%)로 이 항목에서는 OECD 전체에서 세 번째로 높다. 반면에 공
공 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0.04%에 불과해 OECD에서 6번째로 낮으
며, OECD 평균(0.13%)에 크게 못 미친다. 직업훈련 항목 역시 0.04%로
OECD 평균의 7분의 1에 불과하다.20) 문제는 한국에서 높은 비율을 차
지하는 직접일자리 창출은 고용 효과나 인적자원개발 효과가 모두 낮아
1990년대 이후로 많은 선진국에서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
이다. 반면에 고용서비스는 고용 효과가, 직업훈련은 인적자원개발 효과
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활성화(activation)가 중시되는 현대적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꼽힌다(Bonoli, 2013).
따라서 한국에서 고용 영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는 두 축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한국의 경우 ALMP 지출 전반에 있어서 선진국
에 비해 낮은 편임을 감안하면 고용 영역 사회서비스 전체에 대한 지출
증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고용 효과 및 인적자원개
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출을 늘
리고 직접일자리 창출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개발 모두에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변화는 흔히
‘4차 산업혁명’ 혹은 ‘인지자본주의’로 불리는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이
다. 미래의 기술 변화는 한편으로 산업을 변화시킴으로써 직업능력개발
이 필요한 숙련 영역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직업훈련의 내용상
20) OECD Statistics. (2018). Public expenditure and participant stocks on LMP:
Public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DP. https://stats.oecd.org에서 2018.
9. 2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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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하는 미래 기술과 연계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훈련의 방법에 있어서도 창의력, 의사소통력, 비판적 분석력,
협업 능력 등 4C 역량 강화가 가능한 참여형 학습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
다(관계부처합동, 2017a).
기술의 발전은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
다. 이전보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사용 종속 관계가 아닌 독립계약자 신
분으로 노무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나 직업능력개발
의 자격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임노동 관계에서 벗어난 이들에
게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고용서비스 역시 플랫폼 노동자, 재택 근로자, 독립계약자 등 기존의 방
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노동 형태에 맞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
추어 나가야 하며, 현재보다 창업 서비스의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
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길현종, 2017).
발달하는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고용 영역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활용
하는 것도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
히 프로파일링의 정교화와 상대적으로 취업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경우 빅데이터 기술과 같은 ICT 기술 발달을 연계함으로
써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주요 영역별 사회서비스 보장성 진단

223

제6절 주거 영역 사회서비스
1. 주거 분야 사회서비스 정책
가. 사회서비스와 주거 지원 서비스
사회서비스 정책 내에서 주거 지원 서비스의 위상을 정리한 남원석, 최
은희, 조경은(2010)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주거(suitable housing)
는 가구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서
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p.21)”을 하지만, 국내외에서 주거 영
역이 사회서비스의 틀 안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역사는 짧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1990년대 들어 영국 등에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책 맥락에서 주거 문제와 사회서비스의 연계를 모색하는 논의들이 등
장하면서 사회서비스로서의 ‘주거 지원 서비스(housing related-support service)’를 주목하기 시작하였다(서종균, 2005).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자, 기타 주택 기
관 등이 전통적인 주택 분야를 넘어서 입주 가구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
하는 활동을 주요 업무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 내용이 공식화, 체계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의 탈시설화 정책과 연관된다. 지역사회 돌봄을 원활하게 제공하
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적절한 주거 생활
보장이었고, 그 맥락에서 주거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남원
석 외, 2010).
국내에서 주거 영역 즉, 주거 지원 서비스가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
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한 영역에 포함된 것은 사회보장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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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전면 개정된 2012년 이후이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이전에
도 주거 지원 서비스를 강조하는 국내 학자들의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
어졌다.
대표적으로, 남원석 외(2010)의 연구는 주거 지원 서비스를 광의와 협
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광의의 차원에서 주거 지원 서비스
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정책
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협의의 차원에서 주거 지원 서
비스는 ‘서비스’라는 비물질적인 개념을 기본으로 하며, 기존의 주택 관
련 정책 수단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하
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무형의 지원에 초점을 둔다(남원석 외, 2010, p.19). 이후에 발표된
남기철(2011), 서종균(2011)의 연구에서는 물리적 주택 공급을 배제한
협의의 개념으로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접근한다. 김혜승, 박미선, 천현숙,
차미숙, 김태환 (2012)의 연구는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주거 지원
서비스를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거 문제를 지닌 지역 주민이 적절한 주택
을 확보‧유지함으로써 주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
는 데 필요한 연성 서비스”로 정의하면서 서비스 유형을 핵심 서비스와
보조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주거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서
비스, 주거의 탐색‧정착‧유지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주거 지원 서비스의
핵심 서비스가 되며,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와 ‘의료‧고용‧공공부조 등 각
종 지원을 연계하는 서비스’는 여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적인 서비스로 구분한다(김혜승 외, 2012).
(<표 5-6-1> 참조). 이 연구는 주거 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주민으로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
전의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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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1〉 주거 지원 서비스의 개념 및 서비스 유형
구분

개념
주요 서비스 유형
－(광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저소득 가구의 주
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는 개
념
－주택 확보 및 입주 단계에
－(협의) ‘서비스’라는 비물질적 개념에 충실하여 서 (재)진입 리스크를 줄이
물리적인 주택 공급 등을 배제하는 개념
기 위한 서비스
남원석 외
(2010)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기존 정책 －주택 또는 임차관계 유지
수단에 대한 접근성 향상 또는 거주하고 있는 단계에서 점유 리스크를 줄
주택이나 지역사회에서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이기 위한 서비스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무형의 지원에 초
점

남기철
(2011)

－주거 취약계층이 제공된 주거를 토대로 지역사
회 생활을 무리 없이 해 나가도록 하는 지원
∙ 임대차계약의 관리, 주택관리와 관련된 대응,
관련된 기관과의 행정적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서종균
(2011)

－이용자가 거처를 마련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주거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생활방식
등을 익히기 위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

김혜승 외
(2012)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거 문제를 지닌 지역 주민
이 적절한 주택을 확보‧유지함으로써 주거를 기
반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연성 서비스(휴먼 서비스)

-

－주거 정착과 유지를 위한
지원 서비스
－다양한 부문들을 연결하는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지
원 서비스
－(핵심 서비스) 주거의 탐색,
정착, 유지 및 지역사회 거
주 지원 서비스
－(보조 서비스) 독립생활 지
원 서비스, 의료‧고용‧공공부
조 등 각종 지원을 연계하
는 서비스

자료: 김혜승, 박미선, 천현숙, 차미숙, 김태환. (2012).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연구. 경기: 국토연구원. pp.28-34의 내용을 정리.

나. 주거 지원 서비스 정책의 흐름
우선 우리나라의 주거 지원프로그램 전반을 포괄하는 광의의 주거 지
원 서비스 정책(주택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말까지는 주로 민간 부문을 활용하여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
를 해결하는 주택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당시의 정책은 주택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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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housing filtering theory)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저소득층보다
는 지불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을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 계층으로 보
았고, 중산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에 저소득층의 주거 상향 이동을 기대
하는 정책이었다(김혜승, 2007, p.12). 이후 10년간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1988-1992)과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을 차례로
수립하여 영구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소형분양주택, 근로복지주택, 사
원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당시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
택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 물량의 양적 확대였
다(윤주현, 김혜승, 1997; 김혜승, 2007, p. 12에서 재인용).
2003년 정부는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수립함으로써 주거복
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대표적 변화는 주거의 질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지표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는
구 주택보급률21)이 101.2%에 이르러 양적인 측면에서 주택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된 시점이다(김혜승, 2007). 이후 10년간 150만 호의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모두 포괄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2008~2017)이 추진되었고, 지난 정부에서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을 이루기 위한 공급 및 수요 측면의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 시
행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특히 대표적인 수요 측면의 주거 지원인
주거급여제도를 확대 개편(2015. 7.)하였다. 2017년 출범한 현 정부는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
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주거복지 로드맵
21) 2008년부터 국토부는 기존 주택보급률(구 주택보급률)이 다가구 주택을 1호로 집계하고,
1인 가구를 가구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주거 현실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수에 다가구 구분 거처 수를 반영하고, 가구 수는 기
존 ‘보통가구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하는 일반가구’로 대체하여 기존 주택보급률 산정 방
식을 보완하여 신주택보급률을 함께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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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2017b)”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적임대/공공분양 주택 공급, 주택자금대출지원/주거급여, 주
택개량지원 등이 중심을 이루는 현행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물리
적인 주택을 제공·지원하는 경성적(hard)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주거 문제 해결 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 ‘사회통합적 주거정책’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정
책 대상 가구가 주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
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성적(soft) 측면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다(김혜승 외, 2012).
이에 본 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주거의 탐색․정착․유지를 지원하는 연성 서비스 중심의 서비
스, 즉 협의의 주거 지원 서비스를 주거 분야 사회서비스로 한정하여 논
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 (협의의) 주거 지원 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정책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2015년에 제정된 「주거
기본법」(2015. 6. 22. 제정, 2015. 12. 23. 시행)과 이 법에 근거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들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거기본법」 그리고 서울
특별시의 「주거기본조례」에서의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
우선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각 호의 업무란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
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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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 연계 지원’, ‘주택 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동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
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지원 업무를 수행
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주거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22)
이 외에 「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규
정하고 있다. 동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
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3)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이러한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주거복지 관련 공인 민간 자격으로 양성하도록 하
고 있다.24)
22)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
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3)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 인력의 채용·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4)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6조(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및 채용·배치) ① 국토교통부장
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주거복지 관련 민간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에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의 운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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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19조에서는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2
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센터
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을, 제20조에서는 그 기능을 규
정하고 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제1
항 및 영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능 외에 주거복지 전달 관련 각종 주
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주거복지 사업 관련 주민의
권리 구제 지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및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 관련 중앙정부의 정책으로는 2017년 말
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관계부처합동, 2017b)”상에 ‘협력적 주거복
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표준 모델 구축(’18) 및 시범 사
업(’19)을 통한 모범 사례의 확산을 언급할 수 있는데, 이는 아직 실현되
지 않은 계획상의 정책이다. 반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주거기본조
례」에 따라 2018년 현재 25개 자치구별로 주거복지센터 운영기관을 공
모하여 관련 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지역별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
주거복지센터 업무25)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2.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비용
3. 그 밖에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5)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는 2018년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설치 확대된 지역별 주거복
지센터를 지원함. 즉 서울시민에게 꼭 필요한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시스템 개발, 지역센터 업무 지원,
주거복지 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함(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개소식 팸플릿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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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쟁점 분석
가. 공급자 측면 현황
현재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주거의 탐색․정착․유지를
지원하는 연성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즉 협의의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주요 공급자는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복지센
터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이러한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국토
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마이홈센터, 서울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기타 일부 시·도 및 시·군에서 위탁하
여 운영하는 센터가 있다(<표 5-6-3> 참조). 마이홈센터는 국토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지역별로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로 전국
적으로 52개소가 있으며, LH 지역본부 및 LH 주거복지센터 내에 설치하
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자치구별로 25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16개는 민간법인, 9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였으며, 중앙
주거복지센터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다(김혜승,
2018).
현재 마이홈센터 운영 비용(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원은 없으며, 서울시의 경우 지역 주거복지센터별 연간 약 1억 원, 대구
시가 센터별 연간 약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원주와 시흥 주거
복지센터는 민간법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센터들의 상
근 인력은 센터당 평균 1~2명으로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김혜승,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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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2〉 전국 주거복지센터 운영 현황
구분

주거복지센터

운영 주체

국토부

마이홈센터(52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지역 주거복지센터
(25개 자치구)

부산시

권역별 주거복지센터(동·서부)

부산도시공사

대구시

권역별 주거복지센터(2개소)

민간법인

전라북도
강원도

전북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민간법인
민간법인

충청남도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간법인

경기도

수원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

수원시 출연재단
민간법인
민간법인
경기도시공사

비고

민간법인·서울주택도시공사

추진 중

자료: 김혜승. (2018). 주거복지센터 전국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서울: 서울주택도시공사. p.10의 표 발췌.

이 외에 앞에서 언급한 「주거기본법」에 근거한 주거복지 전문 인력과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등록민간자격’으로 시행·운영되어 왔던 ‘주거
복지사’ 자격이 2016년부터는 국토교통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시
행·운영되고 있으며, ‘주거복지사’로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2016년 1224명, 2017년 68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26)
이상과 같이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하
고 있는 조직들이 일부 존재하고, 주거복지 전문 인력도 배출되기 시작하
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센터가 포괄하는 공간적 범위(행정구역)
도 지역마다 다르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현재 센터당 1~2명으로
충분치 않은 주거복지센터 인력의 경우에도 인건비 수준 및 자격 요건 등
26) (사) 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자격겸정사업단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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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주거복지사’라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인력과의 연계성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나. 이용자 측면 현황
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2017. 11. 29.)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주거정책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그
러나 현행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물리적인 주택을 제공‧지원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정책 대상 가구의 주거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성 서비스 중심의 맞춤형 주거 지원 서비스에 대한 고
려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면 과연 현행의 복지 전달체계에서 이러한 통합적 주거 문제를 해
결해 줄 수 있는 것일까? 현재의 복지 전달체계에서는 ‘읍‧면‧동 허브화’
개편 이후 신설된 맞춤형 복지팀이 사각지대(취약 가구) 발굴 → 욕구 조
사 → 대응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인력(전담 인력)과 시
스템(행복e음 등 공적 데이터 활용)을 토대로 취약 가구의 위험 징후를 파
악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관리에 있어 읍‧면‧동에서는 주로 1차적으로 상
담 및 사례관리를 하고,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위험 사례의 경우
시‧군‧구에서는 집중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그들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체계도 구비되
었고 노력도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행 복지 전달체계에서는 주거 부
문의 전문성과 주거 욕구 해결에 대한 적극성이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자체 업무 중 주거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거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상당수의 타 복지 업무를 함께 수행
하고 있어 주거복지 업무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김혜승,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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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나 지역 및 가구 맞춤형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필요시에는 주거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거 지원 서비스가 지역 및 가구
특성을 반영하면서 제공되기 위해서는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최소한 시‧군‧구 단위에서는 운영되면서 기존 복지 전달
체계의 기능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주거 욕구를 지닌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 서비스 내
용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한 주거복지센터의 업무와 현재 운영
되고 있는 기존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혜승,
2018).
우선 주거기본법과 일부 지자체 주거기본조례에 따른 센터의 기능은
①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② 주거 실태조사 등 주거관련 조사
지원(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사업), ③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④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⑤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⑥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
보, ⑦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 구제 지원, ⑧ 그 외 주거복지
와 관련된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LH 주거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국토교통부 마이홈센터는
공공임대, 주거급여, 긴급 주거 지원, 집주인 임대주택 등 주로 중앙정부 주
도의 주거복지 사업을 원스톱으로 통합하여 안내·지원하고 있고, 지자체,
복지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거 지원 외에 다양한 지역 복지 프로그
램(고용 상담, 법률 상담, 의료 지원 등)도 연계하고 있다(김혜승, 2018).
끝으로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아 민간이 운영한 주거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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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27)는 상담 및 주거 지원 서비스와 주거복지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
축을 기본 사업으로, 그리고 지역사회 주거복지 모델 개발을 부가 사업으
로 수행하여 왔다(<표 5-6-4> 참조).
요컨대,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에 한정하더라도 센터의
구체적 업무가 표준화되지 않아 운영 주체에 따라 주된 주거 지원 서비스
성격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주거 지원 서
비스가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표 5-6-3〉 서울시 민간 위탁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구분

내용

대상

주거 문제와 주거 욕구를 가진 일반 시민과 저소득층
－주거 상담
: 공공임대주택, 주거 확보, 공공부조, 주거비 대출 제도, 주거 박탈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주거 문제와 욕구 해결을 위한 상담 진행, 전화, 방문 상
담, 현장 상담 등을 병행함.

상담 및
－주거 지원 서비스 및 사례관리, 주거 관련 권리 구제
주거
지원
: 긴급 주거비 지원, 주거 이전 지원, 연료비 지원 등과 더불어 주거 위기
서비스
상황 극복과 주거 안정 및 주거 상향을 위한 사례관리를 수행함.
기본
사업

－연계 및 의뢰
: 상담 이후 필요 서비스에 대한 직접 제공이 불가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자
원을 연계하거나 주 사례관리 이행 필요시 의뢰.
－지역사회 조직
: 주거 지원의 원활한 수행(자원 확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등)을
주거복지
위한 네트워크 구축.
확산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 복지 대상자 및 복지 관련 실무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
원 제도, 주거 복지정책 및 관련 복지제도 교육

27)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주거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2012-2013)과 주거복지지원센터
사업(2013-2017)을 수행하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8~10개 민간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25개 자치구별 지역주거복지센터 사업을 SH공사와 비영
리 민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남원석,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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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실태 조사
: 지역의 주거 상황(지역 재개발 및 주거 현황) 및 주거 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하는 주민 욕구 조사
부가
주거복지
사업
모델개발 －기타
: 지역 및 사업 운영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사업, 센터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교육 등
자료 : 김혜승. (2018). 주거복지센터 전국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서울: 서울주택도시공사. p.13의 표 발췌.

다. 주거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쟁점 분석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주거 지원 서비스의 공급자 및 이용자 측면
의 현황과 기존 연구를 토대로 주거복지센터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
하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주거 지원 서비스의 보장성 관련 쟁점을 검토
해 본다.
기존 연구(서울특별시․한국도시연구소, 2017; 홍인옥, 2015)에서는 서
울시에서 운영해 왔던 주거복지센터 사업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
고 있다. 우선, 주거복지센터는 다양한 주거 문제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거복지를 독자적 활동영역으로 정립하
고 체계적인 주거 지원 및 지역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저
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속
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로 주거안정 사례를 축적함과 함께 주거복지 향상
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김혜승, 2018,
p. 15의 내용 재인용).
그러나 현행 주거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도 지니고 있
다(김혜승, 2018). 첫째, 주거복지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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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는 없는 실정이다. 즉 주거복지센터가 전국적으
로 존재하지 않아 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의 주민들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는 곳이더라도 구체적 업무가 표준화
되지 않아 운영 주체에 따라 지원하는 서비스의 성격이 다르고, 센터가
포괄하는 공간적 범위(행정구역)도 지역마다 다르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
다. 둘째, 현재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재정 지원 및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적절한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마
지막으로는 LH와 지자체(지방 공사, 민간단체 위탁)에서 운영하는 센터
들 간의 업무에 혼선이 존재하며, 일부 서비스는 중복 제공되고 있다.
요컨대, 주거복지센터의 활동 내용이 표준화·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센
터가 관할하는 공간적 범위의 설정, 조직 및 인력의 확보 및 관리 방안,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주거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맞춤형 서비스를 향
유하지는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즉 현재 주거 지원 서비스는 공급자 측
면과 이용자 측면 모두 사업 범위의 포괄성, 사업 공급의 충분성(접근성
포함), 보장 수준의 적정성에 많은 한계가 있다.

3. 주거 분야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 방향
가. 기본 방향
주거 지원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지역 및 가구 특성을 반영하면서 제공
되기 위해서는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최소한
시‧군‧구 단위에서는 운영되면서 기존 복지 전달체계의 기능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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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2017년 말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주거복지센터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시범 사업을 통한 모범 사례를 확산
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주거 문제에 직면한 모든 지역
주민이 주거 지원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어도 시‧군‧구 단위
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주거복지센터
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나. 주거복지센터 표준 모델(안)28)
여기에서는 김혜승(2018)의 연구를 토대로 주거복지센터의 기본 업무
와 서비스 제공 대상 가구를 살펴보고, 이러한 주거복지센터 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 및 기존 복지 전달체계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거 지원
서비스 지원 체계를 제시해 본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센터 사업이 효과적
으로 운영되기 위한 인력 규모 및 운영 주체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
해 본다.
주거복지센터의 기본 업무는 첫째, 해당 지역 내 주거 실태조사 및 주
택조사 등을 토대로 주거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해
당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정보를 제공
하고, 상담을 하고 주거 중심의 사례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란 공공임대주택, 주거 확보, 주택금융, 주거급여, 주택개량
지원, 청약정보, 임대차보호 등 다양한 주거 문제와 주거 욕구 해결을 위

28)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거복지센터 표준 모델(안)은 김혜승. (2018). ‘주거복지센터 전
국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과 본 연구와 동 시기에 진행된 국토교통부 (발간 예
정). ‘주거급여 확대효과 분석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연구’ 보고서 내용의 일부
를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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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로 전화, 방문 및 현장 상담을 모두 포함한다.
주거 중심의 사례관리란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주거 위기 상황을
극복하거나 주거 안정 및 주거 상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외에 조명기구, 문고리 교체 등 간단한
집수리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거복지센터는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직접 제공이 어려운 경우 관련 기관의 자원을 연계
하거나, 공적 영역의 사례관리(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시‧군‧구의 사례관
리)로 의뢰하는 ‘자원 연계’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센터는 지
역 내 복지기관, 관련 공사, 주거 관련 단체 및 현장 활동가들과의 네트워
크 구축을 통해 주거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협
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민관 네트워크 구축’ 업무를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센터는 또한 복지 대상자 및 복지 관련 실무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제도, 임대차 보호제도 등 주거복지정책 및
관련 제도를 교육하는 ‘주거복지 교육’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센터가 관할하는 해당 지역의 주거 위기 계층에 대해 긴급 주거비
(월세 혹은 보증금)를 지원하거나, 긴급 지원 주택 혹은 지원 주택을 마련
하여 운영하는 등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거복지센터 사업의 대상 가구로는 첫째로 주거 문제를 지닌 민간임
대주택 거주 저소득층 임차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에 놓인 일반 저소득 가구 등), 둘째로 자가 가구 중 주거취약계층(기초생
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셋째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중 연체 등에
따른 주거 위기 가구, 넷째로 비주택 주거 공간(특히 노숙, 쪽방, 여관, 여
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거주 가구 혹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
구, 다섯째로 아동·청소년·청년 등 새로운 주거 위기 가구, 여섯째로 시
설(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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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 퇴소(예정)자, 일곱째로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주거
위기 가구, 여덟째로 전월세 임대차 관계 관련 문제를 지닌 가구, 마지막
으로 센터가 담당하는 지역 거주 가구로 여타 주거 문제를 지닌 가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거복지센터 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우선 현재 주거 수준
보다 더 나은 주거 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둘째로 현재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할 경우 일정한 주거 수준 유지 및 주거 안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주거 수준의 유지 및 안정화’를 꾀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질
병, 재해, 일자리 상실 등으로 인해 임대료 연체, 긴급 퇴거 위기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퇴거 위기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그림 5-6-1〕 참조).

〔그림 5-6-1〕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

자료 : 김혜승. (2018). 주거복지센터 전국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서울: 서울주택도시공사. p. 21의 그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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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 복지 전달체계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거 지원 서비
스 지원 체계를 살펴본다.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대상 가구를 직접 발굴하
거나, 대상 가구의 전화 또는 방문, 지역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의뢰 등을
통해 대상 가구와의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후 인테이크(접수) 과정
을 거쳐 대상 가구의 정황을 사정한 후, 단순 상담 및 정보 제공으로 욕구
가 해결되는 사례와 방문 서비스가 요구되는 사례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단순 상담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례는 센터 담당자가 대상 가구가 요
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 종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방문 서비
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욕구에 따른 서비
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직접 또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즉 센터 담당자는 가구 특성, 주택 및 주거
환경 상태, 기존 주거 지원 및 각종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경험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계획에는 주택시장 정보 탐색, 필수적 가구나 물품
구매 지원, 간단한 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거주 고충 상담 등의 서비스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탐색 및
신청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대상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센터는 대상 가구의 주거 욕구 충족 여부를 점검·관리함으로
써, 욕구 해결 사례는 서비스를 종결하고 그렇지 않은 사례는 대상 가구
가 속한 읍·면·동 혹은 시·군·구의 사례관리 체계로 이관하면 될 것이다
(〔그림 5-6-2〕 참조)(김혜승 외 2012; 김혜승,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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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2〕 주거복지센터의 서비스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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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서비스

서비스 계획

종결
서비스 제공

점검 및 관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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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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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통합사례
관리필요

현장방문 등

자료 : 김혜승. (2018). 주거복지센터 전국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서울: 서울주택도시공사. p. 22의 그림 발췌.

이러한 주거복지센터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센터당
3~5명 수준의 정규직 상근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거복지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구 방문을 하려면 2인 1조의 활동이 필요하며,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비울 수 없
으므로 1명의 상주 인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센터당 최소한 3명의 상근
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장 중심의 주거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상담·사례관리를 토대로 보다 촘촘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기 위해서
는 상근 인력이 5명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주체 및 사업 방식은 해당 지역을 관할
하고 있는 공사 또는 해당 지역 내에서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
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공모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LH 주거복지센터,
SH공사의 주거복지센터, 서울 및 대구 등의 민간 위탁 주거복지센터도
새롭게 추진되는 ‘주거복지센터 사업’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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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새롭게 추진되는 주거복지센터의 명칭은 ‘○○시/○○군/○○구 주거
복지센터’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거복지센터 사업을 전국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센터의 업무 및 운영 주체를 규정하
고 있는 현행 법령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7절 문화 영역 사회서비스
1. 사회서비스와 문화
가. 사회보장기본법과 문화
문화가 사회서비스에 포함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법률
11235호, 2012. 1. 26.) 이후이다.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
서비스로 확대되어 서비스 영역에 문화와 환경이, 서비스 내용에 정보 제
공,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같은 사회서비스 영역 확
장에 따라 중앙정부 문화 정책의 상당수가 사회서비스 정책 대상이 되었
다. 2012년 개정 법률에 따라, 문화는 물론 삶의 조건과 관련된 제반 사
항이 사회서비스의 영역이 되었는데, 이것은 문화를 생활양식 전체로 보
는 것과 유사한 접근이다.29) 덧붙여 문화가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며, 문
화의 가치가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는 ｢문화기본법｣ 이념30)과
29) ｢문화기본법｣에 따르면 문화는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다.(제3조 정의)
30)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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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계된다.
하지만 문화가 사회서비스 또는 사회보장의 하나가 될 수 있을지에 대
한 회의적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또는 사회복지)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라면, ‘문화’가 사회적 위험과 관련되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문화생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또는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이 질병․노령․빈곤
같은 위험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가 보통 사회복지의 전달
체계를 이용한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문화생활은
스스로 찾아 즐기는 것이며, 전달체계를 통해 동질적(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사회서비스와 문화복지
문화가 광의의 사회서비스에 속한다면, 이것과 유사한 개념이 문화복
지이다. 최근에는 많이 쓰이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 때까지 적지 않게 사
용된 문화복지는 시민의 문화 감수성 제고와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
책적 노력이다. 이에 문화복지정책의 변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본다.

1) 문화복지정책의 흐름

문화복지란 용어가 공식 사용된 문헌은 노태우 정부 시기 수립된 ｢문
화발전 10개년 계획｣(1989)이다. 이 계획의 머리말에는 “문화발전 10개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
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문화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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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계획은 문화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미래지향적 좌표를 설정하
여 경제발전에 병행하는 문화발전을 통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의
의지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하지만 문화복지(정책)이 본격 시도된 것은 김영삼 정부부터이다.31)
1996년 ‘문화복지기획단’ 설립에 따라 발간한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
획｣에서 문화복지정책 방향을 “①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 보장, ② 생산
적․예방적 복지, 그리고 ③ 참여 활성화에 따른 복지 공동체 형성” 등으로
설정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문화권’, ‘생산적 복지’, ‘참여’인데, 이
것은 문화복지를 모든 시민의 문화 감수성 증진으로 이해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 문화 정책의 목표는 ‘창의적 문화복지국가’이며, 주요 추
진 사업은 “평생학습을 위한 문화 기반 시설 역할 확대, 문화지구, 문화
프로그램 정보, 이른바 문화 소외계층 지원 정책, 문화 자원봉사 육성” 등
으로 이전 정부와 큰 차이는 없다.
노무현 정부는 문화복지를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접근성 제고로 이해
하여 문화복지정책을 소외계층 대상 사업으로 진행한다. 곧, 저소득층,
농어촌 거주자, 노인, 장애인, 군인, 다문화가정 등의 구성원에게 문화 향
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문화 정책 사업으로 설정한다. 2004년 시작된
‘복권기금 문화 나눔 사업’은 2006년까지는 ‘모두를 위한 예술’을 지향했
지만, 2007년부터는 “소외계층의 문화 향수권 신장”, “문화 양극화 해소”
를 목적으로 설정하게 된다.32)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정책 사업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사업 가운데
문화 이용권과 문화예술 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33) 이는 노무현 정부

31)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문화복지정책은 김세훈, 조현성, 김소영, 최현수.
(2008). 문화복지 중기계획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45-46을 요약한 것이다.
32) 문화 나눔 사업은 이전에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이었으나 2008년부터 문화 나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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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문화복지의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규정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복지와 관련된 추진 방향은 ‘문화 참여 확대’이
다. 문화 융성 및 문화 참여 확대를 위해 ｢문화기본법」(2013), 「지역문화
진흥법」(2014)을 제정하고, ‘문화융성위원회’ 구성․운영, 매월 마지막 수
요일의 ‘문화가 있는 날’ 행사(2014. 1. 29.~현재까지 지속) 운영, ‘생활
문화센터’ 조성(2014) 등의 정책 사업을 수행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
부 4대 전략 가운데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사회통합’에 포함된 세 가지
사업인 ① 문화가 있는 날 확대, ② 생활 속 문화 체감, ③ 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강화 등이 문화복지와 직접 관련된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 정책의 핵심어는 참여, 분권, 생활문화 등이다. 지
역 문화와 생활문화에서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특성이 이전 정부와 비교
하여 두드러진다.
이처럼 문화복지(정책)의 핵심어는 모든 사람의 문화 감수성 증진에서
취약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그다음에는 일상 속 문화 또는 생활문
화 참여로 변화하고 있다.
취약계층 대상 문화복지가 법률에 포함된 것은 2012년 일부 개정된 ｢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1313호)이다. 법률에서는 제15조의3(문화소
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를 신설했다. 15조의3의 내용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
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문화복지정책, 특히 문
화 나눔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또한 15조의4는 현
33) 2011년 문화 바우처 예산은 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배 증가했고, 2009년 문화예
술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예술교육진흥원 예산은 6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
다(조현성 외, 2011; 최보연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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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을 명문화한 것이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2354호)이 제정되면서 지역문화
진흥 또는 생활문화진흥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지역의 생활문화진
흥’(2장)은 주민 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의 활동 지원(7조 생활문화 지원),
생활문화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8조), 농산어촌 등 문화 환경 취약 지역
(주민) 우선 지원(9조 문화 환경 취약 지역 우선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주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 참여와 동호회 강조(7조, 8조)는 문화 감수
성 증진을 주장한 초기의 문화복지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반
면에 취약 지역(주민) 우선 지원(9조)은 2000년대 이후 실시된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 정책, 곧 취약계층 중심의 문화복지와 유사하다.
한편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
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한다(2005. 12. 29. 제정).
이 법률은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직접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곧, 문화예술이
일종의 경험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 기회가 제공돼야 더욱 많은 사
람들이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처럼 문화 정책 용어로 출발한 문화복지는 논자에 대상층(취약계층
대 전 국민), 목표(문화 감수성 대 격차 해소)에 따라 입장이 다르지만, 넓
은 틀에서 보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
서비스의 문화 영역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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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문화 서비스 정책

본 연구의 행정조사에서 파악한 문화 영역의 단위사업은 17개다. 이 같
은 사업 구분은 예산 항목에 따른 것으로, 실제 토요문화학교, 학교 문화
예술교육 지원,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 문화예술교육 확대는 ‘문
화예술교육 지원’이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분
류 체계가 아니라 2000년대 이후 문화복지 사업으로 진행한 주요한 사업
들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보장성을 검토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5-7-1〉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행정조사 내 문화 영역 사업
영역

문화

사업명
∙
∙
∙
∙
∙
∙
∙
∙
∙
∙
∙
∙
∙
∙
∙
∙

함께누리 지원_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토요문화학교 운영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 문화예술교육 확대
인생나눔교실 운영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활동 지원 및 양성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소외계층 문화순회
소외계층 정보복지 지원
스포츠강좌 지원(취약계층)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지원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자료: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행정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까지 문화복지 또는 문화 서비스의 주된 사업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권기금) 문화 나눔 사업’이다. 2018년 사업은 ‘통
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에 한정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향유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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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복지 사업이다(예산 821억 300
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복권기금 문화 나눔 사업의 대표 사업이지만,
재원이 반드시 복권기금은 아니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고
2018년은 복권기금만을 사용하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재원에
타 기금이 일부 포함되거나(2014~2016년) 타 기금만으로 운영되었다
(2017년).
‘복권기금’을 사용한 적이 있는 아래의 사업들은 문화 나눔 사업, 곧 문
화복지정책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재원이 안정적이지 못해 예산 출처가
바뀌었지만, 한 번이라도 복권기금을 사용했다면 문화 나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관련 사업의 대상은 이른바 문화 소외계층(경제적, 지리적, 사회적)이
며, 일부 사업은 지역의 문화 시설이다. 주된 사업 내용은 문화예술 관람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많으며,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 지출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한다.
〈표 5-7-2〉 (복권기금) 문화 나눔 사업의 대상과 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문화
이용권

공연 나눔

문화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대상

사업 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 관광, 체육 관련 활동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연 7만 원)
지급

사랑 티켓

65세 이상 및 24세 이하 －공연 및 전시회 관람료 일부 보조

소외계층
문화순회

문화 인프라 부재 지역
(농산어촌) 주민, 시설(복지,
－찾아가는 공연, 전시
교정, 군부대) 이용자 및
수용자

전통나눔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음악회, 교육, 영상물 보급

지방문예회관(공공 및 민간 －지방문예회관 지원(서울 제외)
지방문예회관
공연단체), 이용자 중 문화 방식을 통해 공연단체 및 문예
특별 프로그램 지원
회관 지원
소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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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대상

사업 내용
－한편 지원받은 문예회관 프로
그램은 관객의 30%를 문화 소
외계층에게 할당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학 나눔

우수
문학도서 보급

복지 시설(이용자)

공공박물관・미술
전시 나눔 관 전시 프로그램
지원

창작 나눔

장애인 창작 및
표현 활동 지원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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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도서 보급, 작가와 대화

박물관 및 미술관(이용자) －전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예술가

－창작 지원 및 조사연구 지원

임대아파트, 서민 단독 －문화예술교육 교육 및 공동체
밀집지역, 농산어촌의 주민 형성

주: 사랑 티켓, 전통 나눔, 공공박물관․미술관 특별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2018년 기준으로 실행되
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복권기금을 사용한 적이 있는 사업이기에 문화 나눔 사
업으로 분류했음을 밝힌다.
자료: 정무성, 최상미, 김정선, 정은주, 한송이, 이혜인. (2015).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문
화소외계층) 수요조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p.20의 <표
2-2>를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두 번째는 문화예술교육이다. 2005년부터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이하 진흥원)을 통해 학교 내에서 초중등생(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포함) 대상 교육과, 학교 밖에서 주민(학생 포함 시민 일반) 대상 교
육을 실시한다. 앞의 것을 학교 문화예술교육, 뒤의 것을 사회 문화예술
교육으로 부른다. 문화예술교육 예산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2009년부터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5-7-3>과 같다.
〈표 5-7-3〉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대상과 사업 내용
사업명

학교

유아
문화예술교육
(2009, 2010,
2015~)

2017 예산
(백만 원)

1,000

대상

주요 내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예술 강사가 방문하여
수업 진행

250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2017 예산
(백만 원)

대상

주요 내용

학교
예술 강사 지원
(2015~)

48,9661)

초중등학생

예술 강사가 방문하여
수업 진행

예술꽃 씨앗학교
(2015~)

4,000

사업명

사회

학교가 주체가 되어 예
소규모(전교생 400명 이하)
술단체 및 예술인이 수
의 초중등학교 학생
업 진행(최장 4년)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2006~)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예술 강사가 방문하여
이용자 아동보호시설 생활
수업 진행
아동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2006~)

군인, 교도소(소년원 학교)
수용자, 치료감호소 입소자,
예술단체가
산업단지 근로자, 방과후
수업 진행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탈북자, 상이군경

34,563

시민
문화예술교육
(2012~2016)

일반 시민

시민단체, 예술단체의 공
간 운영, 시민과 함께하
는 교육

지역주민 일반
예술단체가 주민 대상
진흥원이 아니라 지역센터
교육 진행
운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006~)
꿈의 오케스트라
(2010~)

방문하여

4,958

저소득층 아동 60%

문화예술치유
(2005, 2006,
2009, 2010,
2015)

2,544

부적응 병사(국군병원), 학교
폭력 피해․가해 학생(wee
프로젝트), 학교 부적응 학
생(소년원), 성․가정폭력 피 예술 및 치유 전문가
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 팀이 방문하여 교육
범죄 발생 지역 주민(경찰
서), 도박중독자, 게임 과
몰입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6,952

기타

아동과 가족 참여
소외계층 비율(20%)

저소득층 대상 60%

가족이 교육기관, 교육
단체를 찾아가는 교육

주: 1) 지방재정 285억 1300만 원 별도.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201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서울: 한국문
화예술교육진흥원. pp.18-163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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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16년 생활문화진흥
원(2017년 지역문화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여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을 총괄하기 시작했다. 복권기금 문화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진
행하던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2018년부터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었다. 2018년에는 취약 지역(임대아파트, 서민밀집 단독주택, 농
어촌)의 문화공동체 형성뿐 아니라 계층․지역과 관계없이 공동체성 향상
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신규 사업(생활문화 탐색형 활동 지원)은 공동의 이슈와 현안 공동 해
결-네트워크 구성으로 진행되는데, 이 사업은 3년 지원 사업이기에 2018
년에도 기존 사업(2017년까지의 취약 지역 주민의 문화공동체 형성)은
지속된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 진행(매개) 기관을 선정하
여 동호회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이다(2018년 예산 11억 5500만
원). 1차 지원 대상은 지역 문화재단 및 문화원, 생활문화시설, 그리고 생
활문화 활동 기획 운영 단체이며, 1차 지원 기관은 지역 내 생활문화 소모
임 구성, 동호회 교류, 개별 동호회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표 5-7-4〉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대상과 내용
사업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대상

내용

－1차 지원 대상(매개 기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형성 및 마을
문화예술단체(시설,
기관),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 문화 활동
주민공동체[기존 사업]
－공동체 확산을 위한 타 마을 및 지역 내
－실제 지원 대상: 사업 참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
시민
－1차 지원 대상(매개 기관):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하고 공유하
사업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 기 위한 공동체 모임
[신규 사업]
－지역 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자
－실제 지원 대상: 사업 참여 하는 문화 활동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역 기반 문화 캠페인 및 지역 확산 활동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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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대상

－1차 지원 대상(매개 기관):지
역 문화재단 및 문화원, 생
활문화시설,
생활문화활동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기획 운영단체
－실제 지원 대상: 사업 참여
시민

내용
－(형성 단계) 생활 문화 소모임 발굴 및
형성 지원 → (발표 및 교류 단계) 읍·
면·동 단위 발표 및 교류 → (발표 및 교
류 단계) 시·군·구 단위 발표 및 교류 →
(확장 단계) 지역 특화 동호회 지원(문화
적 도시 재생, 사회참여, 생활 창작 등)
→ (연구 단계) 생활문화 주제 연구 →
(확산 단계) 전국 생활 문화 축제

자료: 지역문화진흥원. (2018). 내부 자료. 비공개.

2. 문화 영역 보장성 관련 쟁점
가. 이용자 측면
1) 적용 대상의 포괄성
(1) 문화 나눔 사업

문화 나눔 사업 대상자는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 문화시설(또는 단체)로
나눠진다. 전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 소외계층(경제․지리․사
회 측면)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순회사업, 방방
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부가 포함된다.
관련 예산은 경제적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생활(관광 및 스포츠 포함)을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가장 많다.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4) 2017년 기준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은 698억 7500만 원(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복권기금의 세 가지 사

34) 사업 예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년 내부자료,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2018년 내부자료,
지역문화진흥원 2018년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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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문화순회, 방방곡곡, 생활문화공동체)의 총액(371억 9900만 원)보다
1.8배 많다. 2018년 기준으로 통합이용권 사업 예산은 811억 300만 원
(복권기금)으로, 지난해 복권기금 세 가지 사업(문화순회, 방방곡곡, 생활
문화공동체)의 총액(373억 1600만 원)35)보다 2.2배 많다.
단위 개별사업 개체 수로 보면 지리적․사회적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사
업이 가장 많은데, 찾아가는 문화활동 형태의 문화순회사업은 저소득층
의 문화 향유보다 지리적․사회적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후자는 문화 소외계층이 아니라 지역 단위 문화시설(또는 문화예술단
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이 대표적 사업인데, 1차 수
혜자는 지방 문화예술회관, 2차 수혜자는 공연단체, 3차 수혜자가 문화
소외계층이다. 따라서 문화 나눔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 개
진됐으나, 서울 지역의 문예회관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지리적 문화 소외
를 고려한다는 논리, 그리고 관객 중 소외계층 비율 30% 확보 조건이 있
기에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라는 논리가 있다.
그런데 문화 나눔 사업에서 지원 대상이 문화 소외계층인지 아니면 시
민 전체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복권 및 복권기본법｣ 법정 배분 사업
다섯 가지에서 문화․예술 사업은 소득과 무관하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23조 3항). 다른 법정 배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주거안정), 국
가유공자(복지사업), 소외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
매 피해 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 대 상 복지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으로 명확하지만,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대상이 획정되지 않는다.
결국 법률만 본다면 문화예술 사업의 대상은 전 국민이어야 하는데, 실
제 나눔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문화복지정책이
2000년부터 취약계층 대상 사업으로 변화된 것과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다.
35) 세 가지 사업의 예산 재원은 국고, 체육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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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 소외계층이라면 그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
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대상이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하)으로 명확하다.
문화순회사업은 농산어촌을 찾아가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복지시설과
학교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실제 관객을 확보하기가 수월한
측면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관객 가운데 (문화)
소외계층을 간접 지원하기도 한다.
이처럼 통합문화이용권을 제외하고는 지원 대상의 범위 획정이 분명하
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것은 법률상의 문화 소외계층의 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다. ｢문화예술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 소외
계층은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이유로 문화 향유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다. 문화 향유 욕구가 있지만 세 가지 이유로 문화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문화 소회계층인데, 실제 이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
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서도 문화에 대한 욕구가 없다
면 이들은 문화 소외계층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저소득층
일반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과 연계된
다. 마찬가지로 지리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욕구가 없는 사람이 문화
소외계층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소외계층과 문화 소외계층이 다른지 또는 같은지에 대한 논의
로 이어진다. 현재 문화 나눔의 지원 대상은 실제 문화 소외계층이 아니
라 소외계층 일반이며, 문화 나눔 사업은 소외계층이 문화적 욕구가 있다
고 여기고 사업을 진행하는 편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대로 소외계층 모두
가 문화적 욕구를 지니고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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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첫 번째 쟁점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특히 학교 예
술 강사 지원 사업(이하 학예강 사업)이 사회(문화)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
는지 여부다. 사회서비스에 정규 학교교육은 제외되는데,36) 학예강 사업
은 학교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 성격이 혼재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
처 홈페이지(2018)에 따르면 학예강 사업은 사회서비스로 보기 어렵다.
다만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예술 사교육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예강 사업
을 사회 서비스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초등
학생의 월평균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비 지출은 2007년 4만 3000원에
서 2016년 6만 3000원으로 증가하고, 음악 및 미술 사교육비 역시 줄어
들지는 않는다(최보연 외, 2017). 학예강 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실제 학생의 음악 및 미술 사교육비는 지속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사교
육 참여율은 그것이 교과든 예술이든, 기본적으로 부모 소득과 관련된다
(통계청 사회통국 사회통계기획과, 2018. 3. 15.). 소득 간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격차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적어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데, 그렇다면 학예강을 사회서비
스로 분류할 여지가 생긴다. 비교적 학예강 사업을 많이 언급한 것은, 이
사업이 문화예술교육의 시작이었으며 현재도 가장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이다.37)

36) ｢사회보장기본법｣ 3조(정의) 4호에 따르면 교육은 사회서비스에 포함된다. 하지만 보건
복지부와 사회보장원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2018)에 따르면 정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제외된다. “사회서비스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일반
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
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
입니다.”
37) 2017년 기준으로 학예강 사업예산은 774억 8400만 원(문체부 예산 489억 6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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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대상이 대체로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비판
이 있다. 사회 문화예술교육에서는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사업이 많지만, 이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소득 간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다. ‘2016 문화향
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6)에 따르면 소득 간 격차가 존재하지
만, 지역 간 격차는 거의 없다(대도시 9.8%, 중소도시 13.9%, 읍·면 지역
10.8%). 이것은 진흥원 사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이 취약
지역에서 상당한 정도로 제공된 것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취약계층 중심이란 비판은 형식 논리상 맞을지 모르지만, 실제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3) 생활문화 활성화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대상은 일반 시민, 그 가운데서도 문화예술에
욕구를 지닌 시민이다. 대다수의 사업이 문화예술 동호회 구성과 관련되
는데,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6)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의 문화 관련 동호회 참여율은 4~6% 정도이고, 동호회 참여 의향은
25% 정도다. 문화 관련 동호회, 동호회를 통한 마을(지역) 공동체에 관심
이 있는 25%(동회 참여 의향자)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은 적절할 수 있다.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다른 사회(문화)서비스와 비교하여 취약계층
참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문화 동호회 참여율은 도시 규모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연령별, 학력별, 가구 소득별 차이는 상당하고,38) 동호회 참
+ 지방교육재정 285억 1800만 원)으로 진흥원 예산(1325억 7800만 원)의 58.4%를
차지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년 내부자료).
38) 문화체육관광부(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p.347에 따르면 동호회 참여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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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향 역시 연령․학력 및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문화
체육관광부, 2016).
2017년까지 생활문화 동호회 만들기 사업은 문화 나눔 사업의 일환으
로 실시되어 문화 소외계층에 한정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다.
이 사업은 3년차 지원 사업이므로 2018년도에도 문화 소외계층의 참여
도가 높다.

2) 사업 범위의 포괄성

(1) 문화 나눔 사업

문화 나눔 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그리고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진
행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한도액은 연 7만 원(2018년 기준)이며, 사
용처는 문화, 관광, 스포츠 부문이다. 문화 바우처, 여행 바우처 등이 분
리되어 운영되다가 2013년부터 통합이용권으로 개편되었다.
통합문화이용권 제도에서 첫 번째 쟁점은 문화-여행-스포츠가 하나의
바우처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통합 시점 당시, 문화예술계에
서는 문화보다 여행을 집중 이용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문화
분야 이용률이 85%를 상회하지만(2016년 87.8%, 2017년 85.0%), 여행
은 15% 미만이다(2016년 12.0%, 2017년 14.1%).39) 이것은 두 가지로

∙ (지역별) 대도시 4.1%, 중소도시 7.5%, 읍·면 지역 4.7%
∙ (연령별) 10대 11.2%, 20대 7.9%, 30대 4.5%, 40대 5.6%, 50대 4.3%, 60대 4.7%,
70세 이상 2.5%
∙ (학력별 참여율) 초졸 이하 1.7%, 중졸 7.3%, 고졸 5.3%, 대졸 이상 6.1%
∙ (소득별) 100만 원 미만 1.4%, 100만 원대 3.2%, 200만 원대 4.5%, 300만 원대 3.8%,
400만 원대 6.2%, 500만 원대 8.7%, 600만 원대 7.3%
3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내부 자료에 따른 것이다. 한편 통합문화이용권을 스포츠 관람에
사용하는 비율은 1%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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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가능한데, 하나는 저소득층에서 여행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 다
른 하나는 여행 비용은 문화예술 관람비보다 훨씬 많이 들기에 통합문화
이용권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제도에서 두 번째 쟁점은 실제 사용이 도서 구입과 영
화 관람에 집중되어, 문화예술 향유의 선택권 부여라는 취지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도서 구입 비율이 50% 수준인데(2016년 50.7%,
2017년 49.3%), 서점(특히 온라인 서점)에서 자녀의 학습 교재를 구매한
결과이다. 영화관 사용 비율이 25%를 상회하는데(2016년 28.5%, 2017
년 26.0%),40) 이것은 취약계층이든 아니든 장르별 예술 관람률에서 영화
가 월등히 높고, 나아가 군(郡) 단위에서는 작은 영화관을 제외하고는 통
합이용권을 사용할 곳이 많지 않음을 보여 준다.
도서-영화 편중은 문화적 욕구의 편재성(偏在性), 문화보다 중요한 것
은 교육이라는 현실, 그리고 실제 서점․영화관을 제외하고는 사용처가 많
지 않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통합문화이용권 제도에서 세 번째 쟁점은 문화예술교육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스포츠의 경우, 5~18세 수급권자에게 강좌 이용권을 지
급하는데, 통합이용권은 문화예술교육 시설에서 사용 불가하다. 아동․청
소년에 한정하면 문화예술교육 시설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현재의 이용 한도액을 고려하면 효용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온라인 수강 등을 고려하면 사용처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카드) 이외에 문화 나눔 사업 내용은 공연에
집중되어, 문화예술 종(種) 다양성 측면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문화순회
사업 장르는 공연, 미술, 문학으로 구성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공연이
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8년 내부 자료에 따른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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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순회사업이 공연 중심이고, 더욱이 방방곡곡 역시 공연장(단체)
지원이라면, 찾아가는 문화복지사업은 장르의 편재성(偏在性)이 심한 편
이다.

(2)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의 내용(장르)이 예술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문화
일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예술 장르 교육에 한정되지만 법률상으로는 문화 일반, 문화재, 문화 산
업을 포괄한다. 자연스럽게 예술을 넘어서 문화교육으로 재편되어야 한
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예술교육 중심이어야 한다는 입장은
문화교육까지 포괄하면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이 국악 강사풀제에서 비롯되었듯이 장르 예
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일 것이다. 초기 문화예술
교육은 ‘문화 리터러시’를 강조하면서 예술을 중심에 두되, 문화를 포괄
하는 입장이었으나, 점차 예술교육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물론 현재의 문화예술
교육은 철저하게 예술 장르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화예술교육은 공공 영역의 문화예술 세 가지 가운
데 하나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교육이 차별성이 있는지가 하나의 쟁점이
된다(최보연 외, 2017). 세 가지 형태의 교육에서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문체부-진흥원을 통해 진행되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참여자는 비용
부담이 없다. 두 번째는 국공립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
원, 문화의집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참여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세 번째는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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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형태의 교육이 갖는 차이점은 문체부-진흥원이 진행하는 교육
이 다른 형태의 교육에 비해 교육 기간이 길고, 교육자의 전문성이 상대
적으로 높으며, 교육 장르가 다양하다는 데 있다. 공통점은 장르의 편중
(음악, 미술, 무용), 취미 교양 형태의 교육,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분명한
구분, 비용 부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 참여자 입장에서는 진
흥원 교육 사업과 타 기관 교육 사업의 차별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현재의 제도화된 문화예술교육(문체부-진흥원 진행)이 정체
성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리고 수요자(참여자) 입장에서는 교
육 주관처는 중요하지 않기에, 사업 간 차별화된 연계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3) 생활문화 활성화
현재로서는 동호회에 한정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초점을 두는데, 생활
문화가 동호회에 한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단계별 지원
을 통해 생활문화 소모임 발굴 및 형성 지원부터 전국 생활문화 축제까지
를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하는 것, 곧 형성부터 축제까지 진행하는 것은
의미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즐기는 생활문화가 반드시 동호회 구성과
연관되어야 하는지, 문화적 도시 재생 또는 사회참여와 연관되어야 할지
(확장 단계), 그리고 전국 단위 축제(확산 단계)로 연계되어야 할지는 이
견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
한 것과도 관련된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범위
는 ｢문화기본법｣의 문화 개념(생활양식 자체)보다는 다소 작지만 동호회
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동법 7조 생활문화지원에서는 주민의 문
화예술단체와 동호회에 정책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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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과 마찬가지로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지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동호회
지원이 예술동호회에 한정된 측면이 있지만, 현재는 문화를 광의의 개념
으로 보고 예술이 아니라 인문사회, 취미 활동, 신기술 활용 창작 제작 활
동까지를 포괄한다. 하지만 확산 단계인 전국 단위 축제는 실제 생활예술
동호회 발표회 성격에 가깝다.

3) 사업 공급의 포괄성
(1) 문화 나눔 사업

문화통합이용권 예산은 차상위계층 이하(6세 이상)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실제 예산 대비 발급 가능자 모두가 카드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인구는 262만 6093명(2017년 1월 31일
기준)이고,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실제 발급받을 수 있는 인원은 161만
3933명이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이하 인구의 62%에 해당한다. 이것 자
체로만 보면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60% 정도만 카드 발급이 가능하기에
총액이 증가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예산상 카드 발급 가능자 모두
가 카드를 신청하지는 않는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년 내부자료). 따
라서 총액 증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
것은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문화적 욕구가 있는지(많은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홍보의 적절성의 문제일 수도 있다. 후자라면 총액을 증액하고 홍
보를 확대하는 게 적절하지만, 전자라면 바우처(카드)가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했는지를 재점검해야 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이외의 문화 나눔 사업은 대상자 총수를 정확히 산출
할 수 없기에 사업 공급이 충분한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유연우,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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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건, 강철상(2017)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순회사업 수혜자
는 83만 9475명, 방방곡곡 수혜자는 26만 4054명(전체 관객 71만
6318명 중 소외계층 30%는 21만 4894명),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
업 수혜자 수는 6만 7452명이다. 세 가지 사업의 전체 참여자 117만
981명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자(경제적
소외계층)가 152만 3506명인데, 경제적․지역적․사회적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참여자가 이보다 적기 때문이다.

(2) 문화예술교육

제도화된 문화예술교육(문체부-진흥원)의 연간 참여자(300만 1131
명, 2016년 기준)는 전체 인구의 6% 정도에 해당한다. 제도화된 문화예
술교육 참여율 6%의 적정성 여부는 투입 예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문화시설 자체 교육, 복지시설 및 주민자치센터 등의 교육 참
여자를 포괄하여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단위 사
업별로 교육 참여 가능자의 실제 교육 참여율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참여율이 높지는 않다. 학예강 사업 참여율은 전체 학생의 43.7% 정도로
추산되고(2015년 기준), 복지기관 지원 사업 참여율은 교육 대상자(복지
시설 이용자 및 생활아동)의 1%(노인복지관), 1.4%(장애인복지시설),
23%(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이다. 이에 비하여 교육 참여 가능 기관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학예강 사업 참여 학교 비율은 71.3%, 복지
기관 참여 비율은 노인복지관 55.2%, 장애인복지시설 60.5%이다(조현
성, 최보연, 서윤아, 2016, pp.20-23). 이 같은 결과는 문화예술교육 사
업이 실제 교육 참여자보다는 교육시설(학교, 복지기관, 수용시설) 수 확
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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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문화 활성화

전체 동호회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 공급의 포괄성은 예산으로
측정하는 게 타당하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른 시행일자가 2014년
7월이며, 2015년 예산 8억 7000만 원은 전년 대비 234% 증가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2018년까지 예산이 10억 원을 넘지 못하여, 다른 사업
에 비하여 예산 투입이 매우 작다(지역문화진흥원 2018년 내부자료).
또한 생활문화 활성화가 동호회 지원에 집중된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의 토론거리가 있다. 첫째, 동호회 이외
에 다양한 형태의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자
발적 모임인 동호회에 대한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외국에서도 동호회 자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으며, 동호회 네트워크 지
원 정도가 수행될 뿐이다. 우리는 현재 지역문화진흥원이 직접 동호회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매개 기관이 실제 동호회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셋
째, 문화예술교육 사업에서도 후속 모임 구성을 장려하는데, 교육 사업과
동호회 지원 사업의 관계 설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공급자 측면
1) 인프라 및 인력

(1) 문화 나눔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한국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문화누리부에
서 지속 담당하며,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다. 한국예술
위원회에서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기에 전문성을 지닌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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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공공기관의 특성상 업무의 순환 보직이 이뤄지지만, 이 사업을
10년 이상 담당한 직원도 있다. 문화 나눔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
업이기에 주관처가 바뀌지 않고 지속 운영되는 것이다.
바우처(카드)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하기에 발급에 큰
불편함은 없으며, 고객 지원센터(유선 전화 이용)를 통해 비교적 민원 처
리에 적극적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
능한데, 전국적으로 카드 가맹점은 약 2만 7000개(2017년 기준)로 충분
하지 않으며, 군 지역에서는 실제 사용처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전국
229개 지역에서 서점이 없는 지역이 27곳, 1개인 지역이 35곳이라고 한
다.41) 실제 문화카드 이용 장르가 도서에 집중(50%)된 것은 온라인 서점
에서 교재를 집중 구입한 데 따른 현상이기도 한다. 실제 통합문화 이용
권을 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역 내 사용처가 부족하여, 특
히 정보화 기기 접근성이 낮은 독거노인 같은 계층에겐 문화누리카드 신
청을 적극 권유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통합문화이용권 이외 문화 나눔 사업은 전문기관에서 오랫동안 담당하
여 인력의 전문성이 높은 편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순회), 한국문
예회관연합회(방방곡곡)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하
지만 한국문예회관연합회는 방방곡곡 사업의 1차 수혜자인 문예회관의
연합체이기에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만, 수혜자의 연합체에서 프로그램
선정과 배정을 담당하는 것의 적절성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문화순회사업은 순회 지역과 시설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 기관을 통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협력 기관의 역할이 활발하지
는 않다.

41) 김정석, 임명수, 김호, 박진호. (2017. 11. 1.). “온라인 시대 ‘멸종위기종’ 동네 서점 리포
트”.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221에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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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교육

진흥원-광역단위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기획 업무보다는 행정 업무, 특히 정산 처리에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된
다. 진흥원 인력 구성에서 단위 사업 담당자가 50%, 기획 및 기반 30%,
경영 및 관리 20%로 구성되는데, 전체 인력 100여 명 가운데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많고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문화예술교육에
충분한 전문성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다(지역문화진흥원 2018년 내부
자료).
예술 강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인력 진입이 어려운 측
면이 있다. 예술 강사는 2018년 기준 약 5,300명으로 10년 전(2008년)
보다 약 3.2배 증가했고, 신규 강사 비율은 약 5% 정도이다(지역문화진
흥원 2018년 내부자료). 이처럼 경력 강사 활동이 많은 것은 높은 전문성
을 보이고 교육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또한 예술 강사와 교육 단체의 지역적 편차가 커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는 교육 주체를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교육이 혼합된 독특한 영역이기에 전문가
집단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대학의 예술교육 연구자들은 문체부-진흥원
사업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문화예술교육의 제도화가 10년이 넘었지만
연구와 기획 능력이 누적되기보다는 반복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는 경
우가 많다.
(3)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예술계에서 생활문화 전문 인력이 많지 않고, 생활문화 전담 조직
인 지역문화진흥원은 인력 규모가 크지 않다. 일부 지역문화 연구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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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예술교육 연구자(활동가)들이 생활문화 업무를 기획하고 컨설팅
하지만, 생활문화 자체의 전문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문화진흥원
은 신설 조직으로 인력 규모가 30명 정도이며 대부분 단위 사업, 다른 기
관에서 이관된 행사성 사업(예를 들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2) 전달 및 협력 체계

(1) 문화 나눔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체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자체-지역주관
처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에서 지방비 비율은
30%인데, 지방비는 광역과 기초가 분담하기에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예산 투입이 부담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차상위계층 이하
인구 비율이 높기에, 현재와 같은 재원 구조에서 사용 금액 증액이 반드
시 바람직하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더욱이 1인당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이
지속 증액될 계획인바(2021년 10만 원), 기초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가중
될 가능성이 많다.
복권기금(또는 문예기금)에 지방비(광역, 기초)가 매칭되고, 바우처 카
드 발급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므로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 광역 지자체는 지역 주관처를 선정하고, 지역 주관처는 집행․
정산․실적보고․카드사업비 지급은 물론 가맹점 관리 및 홍보까지 제반 사
업을 진행한다. 지역 주관처는 대부분 광역 문화재단에서 담당하여, 문화
예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지는 않다. 하지만 바우처 카드 발급 기관
인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부가 업무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사회복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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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의 업무가 과중할 경우, 통합문화이용권은 후순위로 인식되기도 한다.
한편 국민행복카드와의 통합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문화복지와 사회복
지의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기에 통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순회사업은 다양한 시설과 농산어촌을 찾아가기에 협력 기관이 많
지만 실제적 협력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2017년 기준으로 협력 기관
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무, 국방부, 통일부, 농림축산식
품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한
국산업단지공단, 한국철도공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으로 매우 다
양하다. 협력 기관은 기본적으로 순회 대상 지역 및 시설의 사전 수요 조
사, 특성 분석 등에 한정된 역할을 수행한다. 일부 협력 기관에서는 예술
위원회와 회의를 갖기는 하지만, 대체로 협력 기관은 특별한 역할을 하지
는 않는데, 협력 기관 입장에서는 복권기금 활용 사업에 자신의 시설을
제공한다는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예술위원회와 협력 기관이 상호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컨센서스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만약 컨센
서스가 형성되면 협의체 구성, 면대면 회의, 그리고 협력 기관의 재정 지
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문화예술교육

학예강 사업은 지방교육재정을 활용하기에 문체부-진흥원-지역운영기
관, (교육부)-시․도교육청의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교육청과
진흥원이 유기적 연계를 맺지 못한다. 2017년 기준 학예강 사업 예산은
국고 489억 6600만 원(63%), 지방교육재정 285억 1800만 원(37%)으
로 구성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시․도교육청은 참여 학교 선정을 제외하고는 교육 내용․방법․진행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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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기회와 의지가 많지 않다. 강사 선발부터 강사-학교 매칭 역할을 담
당하는 지역 운영기관은 광역센터(주로 문화재단 내 하나의 부서로 존재)
에서 담당했으나, 2017년부터는 광역센터뿐 아니라 민간단체도 참여한
다. 지역 운영기관 참여 자격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넓힌 것은 참여 기회
의 공정성 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전문성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민간 지역 운영기관의 전문성 향상이란 과제가 남겨져 있는 것이다.
교육 주체인 예술 강사-교육 단체와, 교육시설인 학교-복지시설(또는
수용시설)의 관계에서 후자의 영향력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예술 강사와
교육 단체는 학교와 교육시설의 요구를 수용해 줘야 하는 입장인 경우가
많다. 교육 현장에서 예술 강사와 교육 단체의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문화예술교육의 급속한 양적 성장이 교육 현
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예술 강사 및 교육 단체를 파견하
는 형식으로 진행된 측면의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 나눔 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부 부처와 협력 사업을 진행하
지만, 다른 부처는 교육 단체에게 문체부(교육진흥원)에 교육 시간과 기
회를 부여해 준다는 입장이 강하다. 2017년 기준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협력 부처는 다음과 같이 많다. 하지만 협력 부처 가운데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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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5〉 문화예술교육 협력 부처
구분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문화파출소

협력 부처
－국방부(군인)
－법무부(교도소, 소년원학교, 보호관찰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근로자)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방과후 청소년),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학교
청소년),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지역아동센터)
－통일부-남북하나재단(탈북자)
－보훈처-대한민국상이군경회(상이군경)

밖

－경찰청

－경찰청-문화파출소 등
－국방부-국군병원
－교육부-wee 프로젝트 관련 시설
문화예술 치유 사업 －법무부-소년원학교
－사행산업위원회-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여성가족부-보호시설
－게임문화재단-게임과몰입힐링센터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201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서울: 한국문
화예술교육진흥원. pp.55-63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한편, 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 이외에 평생교육 시설은 물론 문체부 관
련 시설(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의 자체 문화예술교육과도 네트워
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 시설까지는 아닐지라도 문체부 관
련 시설의 문화예술교육과 진흥원 교육의 연계가 필요하다.

(3) 생활문화 활성화

동호회를 직접 지원하지 않고 매개 기관을 통해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매개 기관의 생활문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매개 기관은 기초 지자체의 문화재단, 기초지자체의 문화원, 생활문화센
터, 문화의집, 생활문화 활동 운영 가능 단체인데, 이들 기관은 재원이 풍
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생활문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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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사업에 참여한다. 다시 말해서 매개 기관이 생활문화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지역 문화진흥원-매개기관-동호회
의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생활문화를 포함하여 문화(서비스) 전반에서 보면, 중앙 단위에서
는 문화나눔-문화예술교육-생활문화로 사업 단위가 구분되지만, 지역에
서는 이 같은 사업에 특화된 기관이 없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예술교육
은 광역 문화재단에서 모두 담당한다. 지역의 수요와 현실을 고려하여 사
업을 진행하되, 지역 내에서 문화 사업을 특화하여 진행할 수 있는 역량
을 길러 주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면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

3. 문화 영역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과제
현재의 문화 서비스의 적용 대상은 취약계층, 서비스 내용은 예술 중심
이다. 적용 대상과 내용의 다원화가 필요한데, 이것은 정책 수행의 현실
을 고려한 단기 과제와, 문화 서비스(또는 문화복지)의 본래의 목표에 걸
맞은 중장기 과제로 나눠 볼 수 있다.

가. 단기
현재 문화 서비스의 주된 대상은 소외계층인데, 암묵적으로 소외계층
이 문화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전제(前提)한다. 하지만 이들이 문화적
수요를 지니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소외계층 가운데 누
가 문화적 욕구를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와 같이 경제적 그리고 지리적 소외계층 일반을 대상으로 한 문화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이다. 현실을 감안하면서 단기적으로 문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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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화 나눔 사업에서는 현재의 예산
수준을 유지한다면 공급되는 예술 행사 개체 수를 줄이더라도 양질의 작
품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문화 나눔 사업과 마찬가지로 문화
예술교육은 취약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이끌어 내는 데 일차 목표를 두어
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 강사와 교육 운영 단체의 전문성을 제고
해야 한다. 생활문화 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문화의 생활화라고 하더라도,
문화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한 사업, 그들의 수요를 개발하는 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생활문화 진흥 정책은 문화 격차를 심화시킬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화 서비스는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책 사업을 진
행하되, 현재 관련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을 위한 사업, 다시 말해
서 소외계층의 문화 욕구를 개발하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양질의 문화
예술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예
산 규모를 유지하면, 양질의 문화 콘텐츠 제공은 참여자(수혜자) 수가 줄
어들 수도 있지만, 사업의 효과는 오히려 제고될 수 있다. 이것이 문화복
지정책 초기에 지향했던 문화 감수성 증진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관련 사업의 종(種)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먼저 통합문화이용
권 사업에서는 도서 구매와 영화․공연에 집중된 예술 영역의 서비스를 벗
어나,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여건 마련이 쉽지는 않다. 통합문화이용권이 도서 구매와 영화 관람
에 집중된 것은 사용자의 욕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읍·면 지역 거주자
(특히 고연령층)에게는 실제 카드(문화이용권) 사용처가 거주 지역 내에
없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는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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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행한 기획 사업을 다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기획 사업은
지역 주관처에서 예술작품 및 행사를 먼저 정하고, 카드 사용자(차상위계
층 이하)를 문화예술 행사장에 ‘모셔오는 서비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진행된 바 있다. 후자는 문화순회사업과 중
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모셔오는 서비
스’는 영화 관람과 도서 구매에 한정된 사업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한
편, 문화순회사업과 방방곡곡 사업에서는 공연 장르의 최대 비중을 설정
하여, 문학․시각예술․전통문화․미디어아트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교육은 예술 장르 중심에서 벗어나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제시된 영역인 문화일반․문화유산․문화산업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생활문화 사업은 생활예술은 물론 생활문화에까
지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문화 서비스의 종 다양성 확보는 참여(의향)자의 잠재적 수요를 창출하
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것이 없다면 사업 범위의 편재성(偏在性)을 벗어
나는 일을 요원하다. 예술 중심, 그것도 영화와 공연 중심의 문화 서비스
사업 개편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면 현재의 관람과 강의 중심의 사업뿐 아
니라 시민 참여와 창작 중심으로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곧, 공급자 중
심의 사업이 수요자(참여자)와 함께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 서비스 매개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중앙기관 인력의 전문성은 문체부와 사
업 담당 기관에서 교육 및 연수 기능 확대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한
편 문화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타 부처에서 인식하도록 하려면 두 가
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사업 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자 간 잦은 만남을 통한 사업 지향점의 공유이다. 전자가 문
화 영역의 몫이라면 후자는 비문화 영역의 몫에 가깝다. 현재는 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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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협력하더라도 문화 서비스 예산은 온전히 문화 영역에서 부담하는데,
비문화 영역에서는 적어도 사업 현장을 자주 찾아 자신들에게 최적화된
사업을 제언하고 논의하는 정도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나. 중장기
문화복지 또는 문화 서비스는 단계별로 참여(수혜) 대상을 넓히는 방식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기 과제는 현재의 예산 규
모를 유지하면서 비록 참여자 수가 줄더라도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에 중장기 과제는 예산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참여자 수를 늘리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중기), 그리고 상당한 예산 확보를 통해
탈취약계층 대상 사업, 곧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잠재된 문화
욕구를 발현시키는 것(장기)이다. 중기 계획이 참여 가능한 취약계층을
늘리면서 문화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면, 장기 계획은 취약계층 중
심의 문화 서비스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사업 진행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이 아닐지라도 문화예술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 것인지 모르
는 시민이 상당수에 달한다면, 이들에게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리고 잠재된 문화적 욕구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공공의 역할이다. 민간 영역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 행사와는 다르게,
공공은 문화 향유를 위한 길잡이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결국 모든
시민의 문화 수요의 발현까지는 공공에서, 그리고 이후의 즐김은 민간 영
역에서 담당해야 한다. 물론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즐김의 일부를 공공에
서 지원해야 하지만 말이다.
이 같은 문화 서비스 정책 사업 중장기 과제 실현을 위한 전제(前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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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예산 확보이다. 문화 서비스가 전
체 사회서비스 정책, 나아가 국가 재정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사회서비스에 문화가 포함되었기에, 그리고 풍요
로운 문화생활이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요조건이기에 예산 확대
를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최근 생활SOC 사업 계획 등이 이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역 단위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이다. 작은 규모의 시 지역과 읍․면 지역에는 문화 서비스 인력이 충분하
지 않으며, 더욱이 전문성도 높지 않다. 물론 이는 문화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현재 지역 내 문화
매개 인력 양성 및 배치를 위한 사업을 부분적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은
대증적(對症的) 처방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근본적으로 해결
될 문제이다. 그 같은 일은 당장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문화를 통한 도
시 재생 사업에서 성과를 보인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여, 지역 균형발전
계획 내에서 이를 추진해 보아야 한다.
한편 다른 사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문화 서비스 역시 지역 단위에서
이뤄지기에 지자체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현재 문화 서비스 가운데
일부는 지방비 매칭이 필수 요건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취
약계층이 많을 터인데, 현재와 같은 일률적 재원 매칭은 오히려 문화 서
비스의 사각지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원 매칭의 탄력성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문화 서비스와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문화 관련 사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연계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문화 서
비스 주관 기관은 지역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타 부처와 연계하여 시
행되는 문화 사업에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업 간 연계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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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을 진단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
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보장성 분석의 틀은 선행연구에서 보장성 평
가에 활용된 사각지대의 개념을 적용하여 도출하였으며, 적용(이용) 대
상, 사업 범위, 급여 수준의 세 가지 요소를 정책적 측면과 이용자 측면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전통적 사회복지 영역으로 돌봄, 안전 및
권익 보장, 그 외의 영역으로 보건의료(정신건강 증진), 고용, 주거, 문화
를 구분하여 이용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에서 보장성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책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보장성 진단은 범부처 행정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설
계-결과-집행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정책 설계 관점에서 사회서
비스 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욕구가 있는 모든 영역에 고루
분포되어 설계되었는지를 적용 대상과 사업 범위의 포괄성에 초점을 두
고 분석하였다. 적용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사업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생애주기를 특정하지 않은 사업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인, 아동·청소
년, 노인, 영유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보
면, 영유아 대상 사업이 전체 사업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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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유아 대상 사업
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비율이 높고, 장애 등 특수욕
구에 관계없이 제공되고 있어 다른 생애주기 대상 집단에 비해 보편적 특
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반면 성인이나 노인 대상 사업의 경우, 특수욕
구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비율이 높거나 소득 기준 적용 사
업 비율이 높아 정책 설계에 있어 선별적 특성이 더욱 강조된 것으로 판
단된다.
사업 범위의 포괄성을 기준으로 보면, 사업 수 기준 분포는 신체건강
기능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안전 및 권익 보장과 고용 기능 사업이 그 뒤
를 이었다. 그러나 사업 기능별 예산액은 사업 수 비율과 일치하는 패턴
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안전 및 권익 보장 기능 사업의 경우 사업 수는 많
으나 예산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소규모 사업들이 적은 예산으로 운
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애주기별 사업 기능의 분포를 살펴보면, 특
정 생애주기의 인구집단이 처한 사회적 위기(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중심으로 사업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경향성을 보인다. 예컨대,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노인은 돌봄 기능 사업 중심, 성인은 고용 기능 사업 중심으
로 사업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 영역의 서비스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애주기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서비스가 존재한
다 하더라도 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이 불충분하다
면 연령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도 설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 대상 사업의 경우 교육, 고용 등 최근 서비스 욕구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분야에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만약 해당 생애주기에 해당되는 서비스가 없다면 전 생애를 대상으
로 한 서비스 이용을 통해 욕구 충족이 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정책 결과 관점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 규모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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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지출된 사업별 예산 규모를 서비스 기능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
과, 서비스 이용 지원, 신체건강, 문화, 돌봄, 교육 기능 사업의 평균 수급
범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평균 급여 수준은 주거, 교육, 고용, 서비
스 이용 지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신체건강, 문화 영역 서비스는 평
균 수급 범위는 높아도 평균 급여 수준은 낮은 영역에 속한다. 이는 서비
스 이용의 지속성, 영역별 서비스 급여의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집행자 관점에서 담당 사업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
다는 의견 비율은 69%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동 돌봄, 가족 지원, 서
비스 이용 지원, 문화 및 여가 기능 사업의 경우 사업 확충 필요성이
63.6%에서 71.4%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사업 확충이 필요한 주된 이유
는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정책 담당자들도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사업
이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 확충 방식은 서비스
영역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아동 돌봄, 안전 및 권익 보장 기능 사업은
인프라 확충과 제공 인력 확충을 강조하는 반면, 성인 돌봄, 교육, 신체건
강, 가족 지원, 문화 기능 사업은 서비스 비용 부담 지원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이용자 측면
이용자 측면에서 보장성은 영역별 사회서비스가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이용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이용 대상의 포괄성), 제공
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충분한지(급여 수준의 충분성)를 2015년 사회서비
스 수요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유형(가구 생애주기, 소득 수준, 세
대별 1인 가구, 장애 가구원 유무)에 따라 진단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이용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성인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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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교육 및 정보 제공 기능 사업의 수요 충족률(필요 대비 이용 비율)
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생애주기에 따라 구분할 때, 영유아
가구와 아동 가구의 주된 서비스 욕구인 돌봄, 교육 영역에서 아동 가구
의 수요 충족률이 영유아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만하
다. 소득 수준에 따른 수요 충족률을 살펴보면, 아동 돌봄, 교육, 주거 기
능을 제외하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
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중위소득 150%를 초과
하는 가구에서는 상담, 재활 서비스를 제외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비교
적 낮은 수요 충족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제공이
실제로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1인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보면, 청년 1인 가구는 주거 영역, 중장년 1인 가구
는 재활, 교육 및 정보 제공, 고용 영역, 노년 1인 가구는 교육 및 정보 제
공 영역에서 수요 충족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와 비교했을 때,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제외한 전반
적 영역에서 수요 충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급여 수준 충분성은 이용 시간의 충분성과 이용 비용의 적절성으로 나
누어 진단하였다. 이용 시간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가구 생애주기별 미세
한 차이는 있으나 교육, 고용 영역은 대체로 시간 충분성이 충족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아동 돌봄 영역에서 수요 충족률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영유아 가구보다 아동 가구의 시간 충분성이 낮은 것은 아동 대상 돌봄의
보장성 확대를 시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이용
시간의 충분성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의 이용 시간 충분성은 높았으며, 고용 및 취업 지원 충분성은 낮았다. 특
히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이용 시간 충분성이 전
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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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
와 비교했을 때 수요 충족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시간 충분성 측
면에서는 모두 낮은 수준을 나타낸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용 비용의 적절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동 돌봄, 문화 영역을 제외
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서비스 지불 가능 비용(이용 의향 비용)이 이용 비
용보다 높게 나타나는 다소 의외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아동 돌봄의 경우
수요 충족률, 이용 시간 충분성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이용 부담 또한 영
유아 가구가 아동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화 비용 부담은 미혼과 노
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동 돌봄, 문화 영역 모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용 부담과
지불 가능 비용의 차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 가구의 서비
스 이용 비용 절댓값이 저소득 가구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데 기인
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3. 주요 영역별 보장성 쟁점
<표 6-1-1>은 돌봄, 보건의료(정신건강 증진), 안전 및 권익 보장, 고
용, 주거, 문화 영역 사회서비스의 보장성 쟁점을 이용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각 영역별 검토된 사회서비스는
대인서비스(personal service)로서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현안을 중심
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영역별 분석 수준이 상이한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공급자 측면으로 나누어 본 보장성 쟁점
을 정리하면 영역별로 공통적인 문제가 확인된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서
비스 이용의 접근성, 서비스 적용의 사각지대, 급여량의 충분성, 대상별
또는 급여 간 지원 수준의 형평성 문제를, 공급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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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기관, 인력, 예산의 불충분, 사회서비스의 지역 격차, 유관 서비스 기
관 간의 협력 체계 부족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각 서비스 영역이 가지는 특성 및 정책 발달 과정에 따라 구체
적인 서비스 검토 범위와 논의되는 쟁점에 성격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의 시작점 및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돌봄
영역의 경우, 인구집단별 서비스 보장성에 대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루
어진 반면, 일부 영역(보건의료, 주거)은 현재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정신건강 증진, 안전 및 권익 보장, 주거 지
원 서비스 영역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인력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돌봄 영역은 서비스 급여 수준의 향상, 급여 다양화,
급여 간 형평성 제고 등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표 6-1-1〉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별 보장성 쟁점 요약
구분

돌봄

검토 범위

이용자 측면

- 동일 대상 유사 서비스간
급여량(이용 시간, 이용
인구집단(영유아,
비용 등)의 차이
아동, 노인,
- 유사 서비스 간 대상별
장애인)별 돌봄
지원 형평성의 문제
서비스
-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적용
사각지대 발생

공급자 측면
- 공공과 민간
불균형
- 서비스 제공
편차
- 특정 서비스
제공
- 부처별 유사

기관의 공급
기관의 지역
중심의 편중된
서비스 중복

보건의료
(정신건강
증진)

-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 서비스 제공 기관, 인력,
이용자의 낮은 심리적
예산 불충분
접근성
- 서비스 제공 역량(전문성)
부족
지역사회 정신보건 - 정신재활시설의 낮은 비용
사업
접근성
- 병렬적 지역사회 정신건강
- 정신질환의 심각성, 성별,
서비스 전달체계로
생애주기별 특성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미반영된 서비스 제공
미흡

안전 및
권익 보장

- 안전 영역 대비 권익보호 - 보호전문기관 및 인력
폭력 예방 및 개입 영역의 서비스 내용 불충분 불충분
서비스
- 중복 피해를 고려한 통합적 - 법률, 의료, 주거, 고용
사업 설계 부족
영역 등과의 협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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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측면

- 유사 서비스 간 대상별
지원 형평성의 문제

고용

- 노동시장 이중 구조로 인한
서비스 적용의 사각지대
- 고용센터의 부족으로 인한
발생
낮은 서비스 접근성
취업 알선, 상담,
-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정보 제공,
- 고용센터 인력 부족으로
다양성 및 생애주기별 고용
직업훈련 서비스
인한 지나친 민간 위탁으로
욕구 반영 미흡
서비스 질 하락
- 취약계층 참가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부족

주거

- 주거 부문의 전문성과 주거
욕구 해결에 대한 적극성 - 주거복지센터 설립 여부에
주거 탐색, 정착,
미흡
따른 서비스 제공의 지역
유지를 지원하는
- 주거복지센터의 업무표준화 편차
연성 서비스
미비로 거주 지역에 따른 - 불충분한 전문 인력
서비스 내용 상이

문화

- 지역 내에 문화이용권
- 소외계층의 실제적 서비스
사용처 부족
욕구 파악 미흡
- 전문 인력의 신규 진입
-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제한, 교육 주체 발굴의
문화 나눔,
국가 지원 당위성 부족
지역적 편차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활성화 - 통합문화이용권 서비스
- 사회복지와 문화복지 인식
사업
선택권 제한
차이로 인한 유기적 협력
- 공급자 중심의 사업
체계 구축 미흡
공급으로 낮은 이용률
- 중앙-지방 간 사업 관리
단위 불일치

주요 영역별 보장성 강화 방안은 단기, 중장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단기적으로는 앞서 제시된 보장성 관련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이 주로 제시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각 영역별 정책 추진
의 방향성과 관련된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6-1-2>
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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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별 보장성 강화 방안 요약
구분

단기

중장기

돌봄

- 재가와 지역사회 내 돌봄 활성화
- 돌봄 서비스의 질 개선, 이용자에
게 정확한 정보 전달(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서비스 공급 주체의 공공성 강화
- 돌봄 서비스를 포괄하는 중장기 정
책 방향 설정

보건의료
(정신건강
증진)

-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정확
한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
- 서비스 제공 역량 증진을 위한 보
수 교육 강화
- 서비스 제공 인력 간 네트워크 구
성 촉진

-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포용
성 증진
-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예산 확대를
통한 서비스 물리적 접근성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정신건강 증진 서비
스 제공 패러다임 구축

안전 및
권익 보장

- 인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서비스 인프라의 양적 확충, 전담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복합 욕구를 반영한 협력과 연계
기반의 서비스 체계 구축
-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지원 체계 마련
- 대상자 지원 중심의 서비스 확충

- 폭력 예방 및 개입 영역 중심의 서
비스 범위 확장
- 예방적 노력 강화

고용

-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 기능 강화
- 고용센터 역할 재정립
- 민간 영역 고용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고용서비스의 투자 확대 및 직접일
자리 창출 예산 축소
- 산업 구조의 변화, 노동 형태의 다
변화를 고려한 서비스 개발

주거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표준 모델 구축 및 모범사례 확산

- 시·군·구 단위의 주거복지센터 설
치 및 시설 기능 명확화
- 센터당 전문 인력 확보 및 센터 업
무 운영주체 관련 법령 재검토

문화

- 취약계층 중심의 문화 접근성 제고
및 문화 욕구 개발
- 문화 서비스의 종 다양성 확보
- 문화 서비스 매개 인력의 전문성
제고
- 유관부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예산 증액을 통한 탈취약계층 대상
사업 확대 및 문화 서비스 질 향상
- 지역 단위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 재원 매칭의 탄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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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 제언
1.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 수립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보장성 강화
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다. 정책 방향성은 세 가지
영역으로 검토될 수 있는데 1) 어떤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보장을 확대할 것
인지(보장 영역), 2) 누구의 서비스 욕구를 보장할 것인지(보장 대상), 3)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보장 방법)이다.

가. 어떤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보장을 확대할 것인가? (보장 영역)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가 대응해야 하는 욕구는 ‘생애주기에 걸
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
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포함한다. 사회서비스 정의에서 이는 ‘복지, 보
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욕구로 대
별된다.
어떤 서비스 욕구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
는 것은 사회서비스 정책 관리를 효율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사회서비스 욕구는 ‘충족되지 못한 욕구(unmet needs)’와 ‘발
견되지 못한 욕구(unidentified needs)’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이미 부
처별로 사업화되어 있는 사회서비스에 근거한 보장성 진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자인 미충족 욕구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용자 측면
에서 보장성 분석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수요 충족
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 영역의 욕구 대응성
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도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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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검토하면, 영유아 돌봄과 같이 특정 생애주기의 특정 서비스 영
역의 집중 투자가 확연히 드러난다.
미충족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 영역의 투자를 우선 확
대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원칙에 따른 정책 순위를 정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보장성 수준과 사회서비스 속성
(욕구의 위기도, 사업의 수익성 등)에 따른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차별적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화 서비스의 경우 욕구
의 위기도는 낮으나 보편적 수요가 있어 사업의 수익성은 높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반면, 안전 및 권익 보장, 정신건강 영역 등의 서비스는 위기도
가 높으나 수요가 크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두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비교하면, 국가 주도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 순위는
안전 및 권익 보장, 정신건강 영역이 문화 영역보다 우선한다. 이러한 정
책 우선순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영역별 객관적 자료
에 근거한 면밀한 보장성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서비스 영역
별 욕구 대비 서비스 이용 현황, 서비스별 지역 단위 공급 인프라 및 인력
현황 등 객관적 실태 파악에 기초한 근거 중심의 서비스 공급량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발견되지 못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 욕구
를 집합적이고 사회적인 욕구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세대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미충족 욕구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그간 발견되지 못했던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 구조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가치관 변화, 고령
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난 10년간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
는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017년 기준 약 28%에
달한다(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18. 3. 22.). 이러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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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그간의 독거노인 가구 중심의 서비스 지원에서 청년, 중장년 등
세대별 인구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1인 가구 서비스 지원의 정당성을 강
화시켜 오고 있다. 즉 세대별 1인 가구가 지닌 취약성을 집합적 위험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범부처로 사회서비스 사업 영역을 확장할 경우 아직까지 사회적인 욕
구로 파악되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다양한 욕구가 존재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보장성 확대를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서비스 욕구를 발견하
는 접근이 필요하다

나. 누구의 욕구를 보장해야 하는가?(보장 대상)
누구의 욕구를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구체화하면 국가가 책
임지고 보장해야 할 서비스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이다. 이는 사회
서비스가 추구하는 공공성 및 보편성의 가치와 연결된다. 사회보장기본
법상 사회서비스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부처 사회서비스 현황을 적용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는 생애주기별 차이는 있으나 소득 기준이나 특수욕구에 제한받지 않는
사업 비율이 높게 나타나 현재 사회서비스 사업 설계가 보편주의의 원칙
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용자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가구 소득 수준이나 장애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격차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서비스 이용은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 대상의 범위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 적용 범위와 실제 이용 범위의 격차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 누구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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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것인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주요 영역별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면, 영역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주요
정책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발견된다. 예컨
대, 주거와 문화 영역은 주거 취약계층, 문화 소외계층이라 불리는 저소
득층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반면, 돌봄 영역
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욕구가 있는 모든 대상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한다는 정책 방향성을 강조한다. 이는 서비스 영역별로 욕구가 사회화
된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다.
사회서비스 보장은 소득 보장과 달리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영역별 욕구가 있는 모든 국민이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이상적이
다. 그러나 영역별 서비스 속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 제
공의 모든 책임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단기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장 대상
의 범위를 욕구 특성 및 서비스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정하
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보장 방법)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성 진단 결과로부터 도출한 함의는 사회서비스
영역별 정책 발전 단계에 따라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접근 방식이 달라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영역별로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발전 단계별 다층적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역별 사회서비스 발전 단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돌봄 영역은 사회서
비스 정책 추진의 핵심으로 대상별 보장성 확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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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는 영역이다. 2007년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도입된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등은 사회
서비스의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하였고, 2008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
2017년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가 전자바우처 사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외
연적으로는 대상별 전 생애를 아우르는 돌봄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에 돌봄 영역의 서비스 보장은 적용 범위와 급여 수준 측면에서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관리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이나 안전 및 권익 보장 영역의 경우 전
통적 사회복지 영역에서 꾸준히 다루어지기는 했으나 다루고 있는 사회
적 위험(정신질환, 폭력, 학대 등)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거나 보편적 위험
으로 인정되지 못했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서비스 공급 체계 및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신건강, 안전 및 권익 보장 영
역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돌봄 영역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무의
미할 수 있다. 더구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 포함
된 주거, 환경, 문화 등의 영역은 복지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후반 이후이다. 앞선 논의에서 다룬 바와 같이 공공의 영역에
서 누구에게 어디까지 서비스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적
논의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수립 시 사회서비스
정책의 틀 안에서 발전 단계를 구분하고, 발전 단계에 따른 영역을 분류
한 후 보장성 강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도입기–정착기
-고도화기로 사회서비스 발전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입기는
최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인프라 구축 및 인력
확보, 정착기는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공급 인프라 구축 및
인력 확충, 고도화기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관
리 체계 구축 등이 단계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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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 정책 간 조정, 관계부처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총괄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 사회서비스 관련법은 사회보장기
본법,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이 있으나, 사회서비스
보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체계는 부재하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
서비스가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면서 다양한 부처의 사업이 사회서비스
정책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나, 부처별 사회서비스의 개념 인식, 범위 설
정, 정책 추진 방향은 일관적이지 않다. 이로 인해 중앙 부처 입장에서는
개념 논쟁부터 시작하여 정책을 관리해야 하고, 동일 부처 내 또는 중앙
부처 간 정책 영역 설정과 업무 분담에도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이재원,
2012, p. 346). 이는 사회보장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
범부처 사업을 포괄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화도 늦어지는 문제로 발현된다.
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
순 의원 등 11인, 2018. 5. 4. 발의)과 「사회서비스 기본법안」(오제세 의
원 등 10인, 2018. 10. 5. 발의)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기본법안」은 생애주기
별 사회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사회서비스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사회서
비스 최저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 단위에서의 정책 관리
체계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지역 계획 수립, 지역 통
계 작성・관리, 지역 격차 해소, 전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
회서비스의 지역 중심성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
의 권익 보장과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해 장기적 관점
에서 사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표
6-2-1> 참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91

〈표 6-2-1〉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안
구분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발의자

남인순 의원 등 11인
(2018. 5. 4. 의안번호 13464)

오제세 의원 등 10인
(2018. 10. 5.의안번호 15886)

목적

주요
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 - 사회서비스 보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서
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 비스 정책 추진과 사업의 지원에 관한
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애주기에 걸친
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지원함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
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
것을 목적으로 함
을 목적으로 함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 사회서비스지원단 설립
- 사회서비스원 경영실적 평가 등

-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회서비스 최저 기준 설정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시‧도 사회서비스 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사회서비스 지역통계 작성‧관리
사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이용자 권익 보장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

그러나 발의된 법안에서도 사회서비스 개념과 정책 범위에 대한 정의
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 간 정책 영역 설정의 모호성 문제
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종합
계획 수립 내용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범위, 목표 및 핵심 관리 지표를 포
함하도록 되어 있어 그 내용이 제대로 구현된다면 정책 실무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서비스 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확립
본 연구의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보건복지
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총 18개 부처(청)에서 269개에 이르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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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내역사업이 제공되고 있으나 다양한 사회서비스 사업 간 조정 및 연
계 체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으로 사회서
비스의 범위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부처별 관리되어야 할 사업은 확대되
었으나, 부처 간 사회서비스 정책 기조와 정책 실현 수단들은 여전히 산
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중앙 부처의 주요 정책 계획의 내
용에도 반영되어 있다. <표 6-2-2>에 제시한 정책 계획들은 분야별, 대
상별 특수성을 가지고 비전, 목표, 세부 과제가 수립‧추진되고 있다. 그러
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부처의 사업들을 취합하여 정리하는
수준이 대부분이며, 계획 간 공통의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별도의 과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각 정책 계획이 실효성 있
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틀에서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

〈표 6-2-2〉 사회서비스 관련 중앙 부처 주요 정책 계획
분야

보건복지

계획명(주무 부처)
사회보장기본계획(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복지부),
아동정책기본계획(복지부), 중장기 보육기본계획(복지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복지부), 장기요양기본계획(복지부),
치매종합관리계획(복지부),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복지부), 정신건강 종합대책(복지부),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복지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복지부),
건강가정기본계획(여가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여가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여가부)

고용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고용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기본계획(고용부), 직업능력 기본계획(고용부),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고용부),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고용부)

교육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교육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계획(교육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교육부),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교육부),
도서관발전종합계획(교육부)

주거 및 환경 산림기본계획, 산림복지진흥계획(산림청), 주거복지로드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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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주무 부처)

문화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문체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문체부)

기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국토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농식품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산업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대검찰청)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기부)

통합적 사회서비스 정책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처 간
수평적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정책
유관부처 간 협력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
다. 그러나 위원회 실무 기구인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
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보장 심
의, 협의, 조정을 위한 실질적 권한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홍원, 최호진, 박상철, 류진아, 2017). 이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총괄
조정 및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함을 시
사한다. 특히 사회서비스 영역은 소득 보장 영역과는 다르게 정책이 조정
되지 않거나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면, 분절성과 파편성으로 인해 정
책 효과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강혜규 외, 미발간).
사회서비스 정책 관리 효율화와 서비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의 수
평적 정책 거버넌스의 형태로 정책 분야별 관계부처 회의체 또는 특별위
원회를 고려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정책 관리 체계의 정립은 사회보장기
본법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이 확대된 시점 이후부터 꾸준히 요구되어 왔
으나 실현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이재원, 2012; 강혜규 외, 미
발간).
<표 6-2-3>은 사회서비스 영역에 따른 사업의 주무 부처와 관련 부처
를 정리한 표로, 대개 하나의 서비스 영역에 주무 부처 외 3개 이상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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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처 간 협력이 활성
화되지 않으면 서비스 유사 중복 문제 및 서비스 급여 수준의 형평성 문
제, 서비스 이용의 분절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영역별 보장
성 쟁점 분석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특히 그간 복지 영역과
서비스 연계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안전 및 권익보호, 주거 지원, 문화
영역은 통합적 정책 관리 논의가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부처 간 협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영역별
공통의 사회서비스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 및 관리하고, 성과평가 결과
에 따른 책임도 관계 부처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협력 추
진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6-2-3〉 사회서비스 영역별 주무 부처 및 관련 부처
구분

주무 부처

아동 돌봄

보건복지부

교육

교육부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처, 통일부, 보건복지부

성인 돌봄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일상생활 지원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신체건강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농림수산식품부, 여성가족부, 통
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정신건강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통신부, 교육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가족 지원

여성가족부

-

안전 및 권익 보장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주거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

고용노동부

문화 및 여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서비스 이용 지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주: 주무 부처는 영역별 사회서비스 사업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부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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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통합성 제고를 위해 중앙 부처 간
협력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대인 서
비스로서 특성이 강조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지역이 서비스 제공의 주
체가 된다는 점에서 소득 보장 사업과 구별된다. 지역사회의 서비스 수요
를 빠르게 포착하고, 서비스 제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강혜규, 2018). 중앙-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
축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에서 서비스 제공
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있어 중앙-광역-기초 지자체의 역할을 명
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과 지자체 간 사회서비스 영역별 정책 발
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한 방
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사업의 추진 주체가 광역 또는 기초 지
자체가 될 경우 지자체의 정책 수행 의지와 역량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격차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격차의 문제는 중앙정
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야 할 영역도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지자
체의 사업 관리 능력과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주민 자치형 공공서
비스 구축,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의 정책은 사회서비스 운영․관리에서 지
역 중심성이 강조되는 상황을 대변한다. 관련 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
합적 서비스 체계 마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조속하게 추진
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
(예방, 건강관리, 의료, 요양, 복지, 주거 등)를 한곳에서 상담, 연계하여
통합 지원하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추진된다(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2018). 관련하여 읍·면·동 케어 통합 창구(가칭)를 신설하여 보
건의료, 돌봄 복지, 정착 지원의 기능을 하는 유관 공공 및 민간 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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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예: 의료기관, 보건소, 동네의원 및 약국,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사
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자립
지원기관, 생활시설, 주거복지시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
하도록 논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 사업 또한 사회서비스 영역 간 연계성과 통합성이 강조된 정
책으로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계획, 생산, 전달이 핵심이다. 이 사
업은 지역의 공공서비스 참여 주체들 간 협력을 통한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수립’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분절화된 사업별 서비스의 한계
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도모하고 있다(행정
안전부, 2018).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주목적이며, 광역 지자체가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케어, 주민자
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다만 사회서비스원
운영 모델을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따라 지역의 사회서비스 통합성에 미
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을 추진했던 당초 계획대로 ‘직접 서비스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할 것인가, 그 기능을 축소하여 ‘사회서비스 관리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을 할 것인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사회서비스
원 안에서 통합 운영․관리되는 영역 및 범위에 따라 지역별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상기한 세 가지 정책 모두 지역
이 운영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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