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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민영화이론, 복지혼합, 소비자주의 접근으로 설명하

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서비스 행위자간 관계분석으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의 네 행위자인 이용자,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는 여섯 차원의 관계에서 변화를 공식성과 평등성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시혜적

인 성격의 비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공식성과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계약적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위자 권리의 제도적 기초가 형성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발견되었다. 반면,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가지는 불명료성이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 딜레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질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해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사회복지서비스, 행위자간 관계분석, 구매계약, 고용계약, 민영화, 복지혼합, 소비자주의 

1. 서론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1)는 예산과 지출 규모라는 양적인 차원 그리고 제공주체와 방식, 운

*본 논문은 2009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한 것입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s)는 대인적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를 의미하며, 

교육, 보건, 주택, 소득보장 부문과 함께 광의의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로 포괄된다(Kahn, 

1979).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내용적으로 돌봄서비스(social care services)가 중심이 되는 
대인적 사회서비스를 가리킨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
대를 위한 일련의 정책 안에서 새롭게 자리매김되고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서비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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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라는 질적 차원에서 모두 이전 시기와는 현격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2년부터 2008년 사

이 보건복지예산은 연평균 12.5%의 증가율을 보여 연평균 8.2%로 증가한 정부일반예산보다 높은 증

가율을 보 다. 이 가운데 사회서비스 예산은 2007년까지 5년간 연평균 36.6%로 증가하여 정부예산의 

4배, 전체복지예산의 3배에 달하는 증가 추세를 보 다(강혜규, 2008). 또한 2007년부터 도입된 사회

서비스바우처사업과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수요자 지원’과 ‘사회서비스 시장’

을 표방하며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정책원리와 집행방식을 선보 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맥락에서 해석되곤 하 다. 첫째, 복지국

가 민 화(privatization) 이론이다. 민 화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축소

되고, 시장중심 이데올로기가 우위를 점하는 정치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해석은 복지혼합

(welfare mix) 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의 역할 변동으로 읽어낸

다. 세 번째로 소비자주의(consumerism) 관점에서는 이용자의 권리 신장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세 가지 이론적 접근이 한국 사회복

지서비스 역에서 일어난 의미 있는 변화를 포착하고 설명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

고 있다. 정부 주도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오다가 민 화를 경험하는 서구 복지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민간비 리기관이 주도하여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해 오다가 최근 정부가 개

입하여 재정 확대와 서비스 제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민 화 이론이나 복지혼합, 소비자주의 

분석틀은 서구와는 상이한 궤적을 가진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서구 복지국가와 다름없이 분

석하는 면이 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민 화 혹은 시장화 추이에 

대한 비판으로 귀착되거나(김종해, 2008; 지은구, 2008) 이용자 중심 혹은 효율성 차원에서의 긍정적 

변화만을 옹호하는(이재원, 2008) 두 가지 경향성을 노정하는 면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추이

의 특성이 상당부분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해석하는 기존의 이론적 접근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데 의구심을 품는다. 왜냐하면 정작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 는가라는 중심적인 질문은 민 화, 

복지혼합 그리고 소비자주의 접근 안에서 충분하게 답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가 역사적으로 구축해온 특성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

하 는지를 포착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 다. 사회복지서비스 행위자간 관계의 변화를 분

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관계적 차원의 분석틀’이 그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본질적 속성과 

제도화 연구로부터 구성하 는데 Bahle(2003)의 사회서비스제도화 차원에 대한 연구, Daly(2002)와 

Folbre(2007)의 돌봄의 관계적 속성에 대한 연구가 주요한 토대가 되었다. 관계적 차원의 분석은 사회

복지서비스를 둘러싼 네 행위 주체인 이용자(user), 전달자(practitioner, carer), 제공자(provider), 정

부(government)가 맺는 관계들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행위자간 관계들의 변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규명

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행위자간 관계의 분석이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해석해온 기존의 이

론적 접근들에서 밝히지 못한 의미 있는 변화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다. 나아

는 용어와도 호환하여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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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관계’가 일선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산, 소비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특

성(서비스의 질을 포함하여)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향을 끼치기 때문에 관계적 차원에 주목하고 

이 성격을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토론하고자 한다.   

2.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변화를 해석하는 세 가지 이론적 접근 

이 장에서는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설명, 해석하면서 동원되었던 이론적 개념들을 검토

한다. 대표적으로 복지국가 민 화(privatization)와 복지혼합(welfare mix) 개념 그리고 소비자주의 

접근(consumerism approach)이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이론적 접근들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

들이 가지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변화에 대한 설명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 

 

1) 민영화(privatization) 이론

민 화는 사적(private)으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 공적 통제 또는 공적 소유를 사적 통제 또는 사

적 소유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Savas, 1994). 그러나 점차 그 의미가 확대되어 

재화의 생산과 규제, 개인소비의 결정, 그리고 재정의 측면에서 다양한 제공 계획 중의 하나로 간주되

기도 한다(이정우․이동수, 2008). 

민 화의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Munday, 2007). 첫째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소유

권이 이전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화, 곧 경쟁을 허용하고 촉진하는 방식이며 마지막으로 판

매권 허용(franchising) 또는 구매계약제(contract)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은 공공부문이 민간에 의해 

대체되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공공부문에 시장 기제가 도입되는 것, 세 번째는 정부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게 하거나, 계약을 통해 민간에 의해 생산되는 서비스를 구매하여 

복지생산과 공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민 화는 지방정부가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던 사회서비스를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생산, 공급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바우처나 현금을 지급하여 다양한 공급자들

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양상으로 가시화된다.  예를 들어 국에서 지방정부에 의해 생산, 공

급되던 사회서비스 분야에 도입된 유사시장(quasi-market)과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direct payment), 핀란드에서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간 기업으로의 이전, 그리고 네덜란드의 사회서비

스 역에 시장원리가 도입된 점들이 이를 보여준다(Knjin, 2000).

민 화 이론의 중심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부의 역할, 특히 직접 생산과 공급에서 공

공부문을 축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주체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민 화이론에 의한 분석은 공공부문이 수행하던 사

회복지서비스 생산과 공급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 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 원인을 정치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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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Le Grand과 Bartlett(1993)은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구조 안에 만들어진 시장을 유사시장(quasi-market)이라고 구분하며 시장이라는 기제가 서비스

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Wistow 등(1994)은 이러한 변

화는 복지국가가 재정적 압박에 처한 조건에서 신우파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부의 역할이 시장의 하위

로 려난 결과라고 설명한다.

또한 민 화 담론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정부와 시장이라는 개별 공급주체에 대한 규범적 선

호가 전제되는 특징도 보인다. 따라서 재분배와 형평성이라는 가치가 우선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

화라는 변화는 사회복지의 형평성과 안정성에 부응하지 못하는 변화로 진단된다.      

이러한 민 화 접근으로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는 부

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주체의 측면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이 그러하다.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역사는 그 출발

이 외국원조기관이라는 민간기관에 기대어 있었고 외원기관이 철수한 이후에는 민간비 리기관들에 

의해 주도되어왔다(이혜경, 1998). 정부의 역할은 민간비 리기관에게 운 비 일부를 지급하거나 세

제혜택 등의 지원에 국한되었고 직접적인 서비스 생산과 공급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주체의 성격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변화하는 데서 의미 있는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민 화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의 지점을 가진다. 서구복지국가의 경우처럼 

지방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계약 방식 등이 도입되면서 공급의 주체가 공공

에서 민간으로 바뀌는 변화는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원천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민 화는 정부의 복지 재정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 지향에 입각하여 추진된다(Savas, 1994). 

민 화 담론이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 해석 역시 한국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그다지 유용하다

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의 변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전략에 입각하여 대폭적인 재정 확대와 제도화를 동반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 화’라는 분석틀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변화를 해석하는 것은 거시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복지국가 성격을 토론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실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무엇이 어떻

게 변화하 는가라는 질문에 풍부한 답변을 주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곧 민 화 이론

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한국의 고유한 복지 발전의 궤적에 천착하여 

변화의 구체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작업을 어렵게 만든다.   

2) 복지혼합(welfare mix) 해석 

복지혼합은 한 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국가, 시장( 리), 비공식 부문(가족) 

그리고 자원(비 리) 부문에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험적, 기술적 기념이다(신동면, 

2001). 복지혼합은 이념적으로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복지국가 

레짐 연구 분야에서는 정부, 시장, 비 리 섹터 중에 어느 섹터가 복지국가 레짐에서 주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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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지, 또 사회서비스 공급에서는 정부, 시장, 비 리, 가족이라는 네 섹터의 역할과 비중이 역사

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Alcock, 1996). 복지혼합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사

회 전체의 복지공급 측면에서 국가복지의 위치를 가늠하게 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김진욱, 2005). 

복지혼합 분석은 ‘복지’를 국가의 사회정책 안에서만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복지 주체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한다. 먼저 주체의 차원에서는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 리, 민간비 리, 비공

식부문의 역할이 조명된다. 특히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복지혼합 분석은 국가복지 분석틀로는 가시화

되지 않았던 비 리민간부문(제3섹터)의 역할과 비중을 재인식하게 하 다. 마찬가지로 복지 공급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비공식 부문, 즉 가족이 부담하는 돌봄 활동을 사회복지 분석의 대상으로 이

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분석틀로서 복지혼합은 주로 공급차원에서의 복지 제공을 분석하던 데서 나아가 공급(provision), 

재정(finance)과 규제(regulation)라는 삼차원적인 분석의 틀을 제시하며 다차원적인 분석이 가지는 

강점을 피력한다(Powell, 2007). 공급 측면만을 고려하는 일차원적인 분석에서는 복지공급이 국가화

(nationalization)와 민 화(privatization)로 나뉘고 소유권을 중심에 둔 분석이 이루어지기에 민 화

의 다양한 양상이 가지는 차이가 설명되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2) 이에 공급만이 아니라 재정 차원도 

고려하는 이차원적 분석은 이 차이를 알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차원적 분석으로는 공급자와 수요자

의 행위에 향을 미치는 통제와 권력의 수준은 알 수 없다. 따라서 규제가 분석의 세 번째 차원으로 

추가된다. 

복지혼합의 분석틀은 공급 주체 변화로 설명하는 ‘민 화’ 접근에 비해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변화

를 다차원적으로 포착해 낸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그동안 복지국가 분석에서 누락되어 왔으나, 실

질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해온 사회적 주체들을 재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진다. 

그러나 복지혼합의 다차원적 분석은 각 복지 주체가 다양한 차원에서 역할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가지는 질적인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다. 이를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다른 복지 주체에 의

해 대체될 수 있다는 가정을 구조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된다. 즉, 공급에서 정부의 역할 감소와 시장 

혹은 제3섹터의 역할 확대를 사회적 총 수요 안에서 주체 간의 역할 비중의 변화로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재정과 공급과 규제라는 차원에서 해당 주체들이 가지는 향력이 복지의 성격에 

상이한 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첫째, 한 사회의 복지 재정에서 정부, 시장, 비 리 

부문, 가족 중에 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해당 사회의 복지가 가지는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은 복지국가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져 있다.3) 그러나 복지혼합 분석틀에서는 이렇게 주체의 역할이 

2) 곧, 민간공급이 민간공급자의 재정에 기반한 상품 판매인지 정부에서 전액 보조금을 받아 생산과 공
급을 담당하는 것인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점에서 부담금을 내는지, 정부에 의해 전액보조되는 
바우처 방식인지 등의 차이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3)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크기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재원의 종류별 의존도도 다
르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민간재원 비중은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보다 높으며, 사민주의와 자유주
의 복지국가는 공공재원 중 조세 의존도가 크지만 지출형태는 보편적 서비스와 공공부조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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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복지의 성격과 결과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둘째, 사

회복지서비스의 공급에서 정부, 리기업, 비 리단체가 가지는 특성의 차이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시장실패(market failure), 비 리실패(nonprofit failure)이론을 통해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

다. 그러나 복지혼합 분석틀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급에서 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복지혼합 분석틀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상이

한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다양한 주체와 차원을 기능적 등가물로 간주하고 있다는 비판의 지점을 가

진다. 복지혼합 접근이 가지는 이 문제점은 사회복지서비스 변화가 최종적인 복지 수혜자에게 초래하

는 결과를 간과하거나 나아가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3) 소비자주의(consumerism) 접근

본래 소비자주의(consumerism)는 1970년대 미국에서 활발하게 형성된 개념으로 대량생산 산업사

회에서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복

지 분야에서 소비자주의 개념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미국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사회서

비스 분야에서는 국 커뮤니티 케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등장하 다(박경수, 2006).

사회복지에 도입된 소비자주의는 전통적인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용

자중심주의를 지향한다. 사회복지의 목표는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실현과 권한 강화에 있는데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는 전문가에 의해 진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본인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실

현하는 데서도 이용자 당사자의 권리와 선택이 중심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주의는 교육 

부문에서 학교 선택제도, 보육바우처로,  돌봄서비스 부문에서는 직접현금지불제도(direct-payment), 

개인예산제(individual budget), 비공식 돌보미에게 주는 현금급여인 간병급여(attendance allowance) 

등으로 나타난다(6, 2003; Lundsgaard, 2005 이재원 2008에서 재인용)  

소비자주의 개념은 사회복지에서 수요측면지원(demand-side subsidy) 재정방식인 현금급여(cash 

benefits), 혹은 바우처(vouchers) 도입의 근거가 된다. 수요측면 지원방식은 이용자에게 구매력과 선

택권을 부여하는데 이를 위해 복수의 서비스 제공자들로 구성되는 경쟁구조를 전제한다. 따라서 소비

자주의의 실현은 이용자를 중심에 둔 공급자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화하며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한다는 시장기제의 도입과 접한 관련을 가진다. 곧 소비자주의는 소비자(이용

자)선택과 공급자 경쟁이라는 시장기제의 작동 안에서 활성화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주의 접근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해석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의 지위와 권

한을 중심에 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원(2008)은 소비자주의 관점에서 노인돌보미전자바우처 

사례를 분석하 는데 서비스 이용자의 소비 주도 권한 강화, 서비스 만족도 상승을 소비자 중심 특성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의 결과로서 사회구성원의 욕구 충족과 자율성, 권한의 증

나고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문 재원 중 사회보험료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보다 높다
(구인회․손병돈․안상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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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거시적 접근방식인 민 화 접근과 복지혼합 접근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또한 권력 무게중심의 소재를 서비스 제공의 작동방식 변화와 연관시켜 분석한다는 점 역

시 기존의 설명에서는 담아내지 못한 지점이다.    

그러나 생산과 소비가 이용자와 서비스 전달자와 구체적인 접점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복지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이용자라는 한 쪽 행위자의 지위와 권한의 변동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일면적인 분석에 그칠 위험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형성과 성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와 서비스를 받는 주체와의 상호작용, 그

리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교육이라는 서비스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하

고 결과하기에 어느 일방의 활동으로만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다른 한 행위자의 문제와 향을 간

과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고 전달 받는 지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부의 관계, 그리고 정부와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에 연관된 주체들의 관계가 가지는 성격은 한 사회에

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Daly and Lewis, 

2000, Folbre, 2007).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의 권한에만 초점을 맞추는 소비자주

의 접근은 어느 한 측면에 치우쳐 전체적인 통찰에 도달하지 못할 위험을 가진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행위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통합적인 분석을 도출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3. 대안적 분석틀 

1) 사회복지서비스 행위자간 관계의 분석이 가지는 의의

앞에서 복지국가 민 화 접근, 복지혼합에 입각한 해석, 소비자주의에 의한 해석으로 한국의 사회

서비스 변화를 해석하는 것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서술하 다. 다시 요약하자면 서비스 공급주체의 성

격 규명에 국한되는 점,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역할 배열(arrangement)이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를 도

출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특정 행위자의 권한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행위자가 처한 맥

락과 향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선행 이론적 접근들이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변화를 설명하는 데 

제한이 되는 지점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인 분석틀로 관계적 차원의 접근을 제시한다. 관계적 차원의 분석틀은 

Bahle(2003)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분석의 차원에 대한 연구와 Daly(2002)의 돌봄의 속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Standing(2001)의 돌봄 관계의 형식과 성격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구성하 다. 관계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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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변화를 분석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행위자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검토한 이론적 접근들과 다르게 사회복지서비

스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행위자간 관계의 분석이 요청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는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신뢰와 권력의 관계를 수반하면서 사람과 사

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진다(Daly and Lewis, 2000; Daly, 2002; Bahle, 2003). 이러한 특

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를 경제학에서 관계재(relational goods)로 규정하

기도 한다(Ben-Ner and Gui, 2003, Kendell et al, 2003에서 재인용). 곧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은 행

위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의 행위이자, 나아가 각 행위자들이 맺는 관계의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이 된다. Bahle(2003)은 

복지국가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수준과 내용을 규명하는 데 재정과 통제의 차원에 앞서 행위자들의 관

계의 차원을 분석해야 함을 적시한 바 있다.    

둘째, 행위자간 관계의 특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수행되는 맥락의 규칙을 파악하

게 한다. 대표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인 돌봄을 생산하는 주체로서 가족, 시장, 비 리, 정부는 고유한 특

성과 원리를 가지고 있다. 가족은 호혜적 연대와 도덕적 의무를, 국가는 위계와 공식적 권리를 리부

문은 이윤추구와 시장가격을, 비 리는 가치 중심의 자원주의라는 상이한 원리를 가진다(Bahle, 

2003). 한 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이 네 부문이 중첩되어 제도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부문별 특성과 원리는 생산과 소비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행위자들의 관계를 통해 발현되기에 

행위자간 관계의 분석이 중요하게 요청된다. 

2) 분석틀 : 여섯 가지 행위자 관계와 분석기준 

사회복지서비스 역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로는 이용자(user), 전달자(carer, care worker, practitioner), 

제공자(provider) 그리고 정부(government)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내용을 규

명하기 위해 이들 네 행위자들이 맺는 여섯 가지 성격의 관계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전달자가 맺는 관계다. 서비스 전달자가 가족구성원인지, 비 리민간

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자원봉사자인지, 상품화된 돌봄서비스를 구매하면서 만나게 되는 돌봄 노동자

인지,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인력인지 등에 따라 이용자와 전달자는 다른 성격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인 제공기관이 형성하는 관계다. 여기서는 우선, 제공자가 이

용자를 선별하는지, 이용자가 제공자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관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용

시점에서 서비스 이용료가 지급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서비스의 양과 시간과 내용이 누구에 의

해 정해지는지도 관계의 성격을 정하는 문제가 된다. 

셋째, 서비스 이용자와 정부가 맺는 관계다. 이 관계는 이용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적격성(eligibility)의 내용과 법․제도적 보장성을 밝히는 것이다. 곧, 이 관계는 이용자의 사회복지서

비스 권리가 정부에 의해 명시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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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서비스 전달자와 제공자가 맺는 관계다. 이 관계는 서비스 공급 측면의 성격과 운 원리를 알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전달자는 가족, 자원봉사자, 돌봄노동자가 될 수 있고 제공자 역시 가족, 비 리

기관, 리기업, 공공부문(정부)이 될 수 있다. 공급부문에서 이 두 행위자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된다. 곧 돌봄서비스가 임노동 보상체계에서 제공되

는지 아니면 자원봉사에 대한 상징적 보수(symbolic payment)(Ungerson, 2000)인지, 아니면 무급노

동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서비스 전달자와 정부가 맺는 관계다. 전달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부와 관계를 가진다. 

하나는 비공식 가족 돌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전달자가 받는 돌봄수당)이나 정부에 고용되는 직접적

인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돌봄노동 혹은 자원봉사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다.   

여섯째, 서비스 제공자와 정부가 맺는 관계다. 서비스 공급기관으로서 민간부문과 정부가 맺는 관

계의 성격은 재정과 규제, 권한의 차원에서 구축된다. 이는 직접적 재정지원관계 여부, 규제의 정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권한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허용되고 있는가, 즉 제공기관 재량권의 크기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하겠다. 또한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와 정부의 관계 논의는 

정부의 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역할과 규제적 역할에 대한 분석이 된다.    

이러한 여섯 가지 관계에 대한 분석 기준은 관계의 공식성(formality)과 평등성(equality)이다. 이 

두 가지 기준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화 정도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실현되는 사회복지적 목표를 가

늠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형식과 내용을 포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먼저 공식성(formality)은 공통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형식과 규칙의 존재를 의미하며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의 강도를 설명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Titmuss의 표현을 빌리면 사랑과 자선에 

기초한 선물관계(gift relationship) 혹은 가족이나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호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

회복지서비스는 공식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공식성이 낮다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일관성과 항상

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임의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선물관계나 호혜적 관계에서는 권리가 성

립하기 어렵고 제도적 강제 역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유럽국가의 돌봄서비스(social care sevices) 비

교연구를 수행한 Anttonen and Sipilä(1996)는 가족 등에 의해 수행되는 비공식 돌봄(informal care)

을 제도화 범주 안에서의 돌봄서비스(social care)로 간주하지 않았다. 공식성은 서비스 제공의 근거와 

원천을 드러내며 서비스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판별하게 해준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둘러싼 행위자

의 관계가 공식적일수록 서비스 제공의 원칙과 규칙이 명백하게 드러나며 그것을 충족하는 조건에서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은 높아진다. 

평등성이라는 기준은 두 행위자의 권력관계를 진단하는 것으로 두 주체의 관계가 동등한지 아니면 

위계적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평등성이 사회복지서비스 행위자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권력의 재분배 또 사회구성원의 자율성(autonomy) 증진이라는 사회복지 목표와 접한 연관을 

가진다. 사회복지서비스 행위자들이 수직적 위계관계를 가진다면 평등성이 약한 것이고 상호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수평적으로 권력이 구성된다면 평등성이 강한 것이다. 평등성이 약하다는 것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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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관계로 드러나고 평등성이 강한 것은 대등한 관계로 드러난다. 이상을 분석틀로 표현하면 <그

림 1>과 같다.

 공식성                                               평등성

이용자 
User

달자 
Carer, 

Care worker

제공자 
Provider

정부 
Government    

<그림 1>  사회복지서비스 변화 분석틀  

4. 분석 : 한국사회복지서비스 행위자간 관계의 변화

1) 서비스 이용자와 전달자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특히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아동 양육과 더불어 전적으로 가

족의 책임 아래 있었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돌봄은 가정에서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조형․강인

순․김진주, 2003). 돌봄서비스의 사회화는 사적 공간인 가족 내에서 여성에 의해 수행되던 무급 노동

으로서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ahle(2003)은 누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이를 네 가지로 

설명하 다. 먼저 돌봄의 초기적 제공 공간인 가족 안에서 서비스 이용자와 전달자가 갖는 관계는 혈

연관계이다. 가족관계의 확장된 의미인 친지, 공동체 공간에서도 작동하는 방식은 유사가족관계를 크

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관계가 가지는 특성은 호혜적 연대와 도덕적 의무가 된다. 국가에 의해 제공

되는 서비스에서는 위계와 공식적 권리가 규정(regulation)으로 작용하며 리적 기업에 의해서는 이

윤추구와 시장가격이 관계의 원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비 리부문의 원리는 가치 기반의 자원주의

(volunteerism)라고 할 수 있다. 

관계를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인 공식성과 평등성에 입각한 관계적 분석은 기존의 설명과는 다른 

돌봄관계의 성격을 드러낸다. 우선,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 전달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별 관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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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안정성이 달라진다는 면에서 비공식적이다. 또한 도덕적 의무 외에는 강제할 

기제를 갖지 못한다는 면에서도 공식성은 약하다. 평등성이라는 기준에 의한 분석 결과도 긍정적이지 

않다. 가족 안에서의 사랑은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돌봄을 수행하게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돌봄을 받

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욕구를 표현하고 실현하는 동등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에 대한 의문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어왔다(Knijn, 2000; Standing, 2001; Folbre, 2007). 비 리

조직의 자선, 자원봉사에 의해 돌봄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 가족에 의한 가족내 돌봄관계와 크게 다

르지 않은 비공식성과 대등하지 않은 관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원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낮아진다. 반면 국가에 의해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질 경우, 돌봄관계는 공식성

을 획득하고 이용자는 권리를, 전달자는 공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가지는 관료

적 질서에서 법적 권리에 의한 평등성은 서비스 질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한 낮은 반응성 역시 공공

부문의 위험요소라고 할 수 있다. 리기업에서 공식성은 ‘계약’을 통해 확보된다. 그리고 계약 안에서 

평등성은 서비스 이용자가 가지는 권력인 구매력과 서비스 전달자가 가지는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기

초를 두게 된다. 단, 이 관계는 이용자의 구매력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자는 무상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납

부하는 이용자로, 그리고 서비스 전달자는 가족과 자원봉사자에서 요양보호사로 대표되는 돌봄노동자

로 변화하 다. 그리고 이용자와 전달자의 관계는 공식성이라는 면에서는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제도

화에 힘입어 강화되었고, 평등성이라는 면에서는 이용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제공자와 전달자에게 

집중되었던 관계의 무게중심이 균형점을 향해 이동한 측면이 있다.  

이용자와 전달자의 관계에서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전달자가 이용자와 맺던 시혜적인 서비스 

관계, 전달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계획하고 일방적으로 제공하던 방식은 이제 점차 지양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노인, 장애인 돌봄서비스 분야에 이용자 중심주의 혹은 당사자주의와 더불어 공급자 

경쟁방식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전달자인 돌봄노동자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의 욕구와 반응에 귀

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도래하 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구체적인 시

간을 지정하고 서비스 비용이 시간으로 계산되는 구조에서 전달자들은 이전에 비해 노동강도가 강해

졌다고,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답변들을 내놓고 있다(임정기, 2007).  

2)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한국에서 국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보호할 가족이 없는 서비스 대상자에 한하여 시설에 보호하는 

방식으로 한정적으로 제공해 왔다(이현주 외, 2003; 이봉주․김용득․김문근, 2007). 이러한 시설보호

서비스는 정부로부터 운 비를 지원받는 노인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아동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비 리민간시설에서 생산되고 공급되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자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제공기관은 서비스 대상을 정하고 역량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서비스 자원은 정부의 보

조금과 기부금 등의 민간자원으로 충당되었다. 서비스 대상 선정은 정부의 추상적인 가이드라인이 있

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관의 재량적인 판단과 권한에 의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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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서비스 표준화 지침 등의 부재와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이라는 조건은 이들 비 리

민간기관들이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가지기 어렵

게 하 다(이가옥, 1997).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자율적(혹은 자의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를 선별하 으

며 서비스 양에 대한 결정도 기관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김용득, 2008). 

이용자의 서비스 적격성이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판정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용자의 욕구를 판정

하는 것은 제공기관의 몫이었다. 이에 입각하여 서비스의 양과 내용도 제공기관에 의해 정해졌다. 공

급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기관의 사정이나 자원봉사자의 조건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 

계획이 변경되고 중단되었던 사실은 서비스 제공에서 낮은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드러내며 제공자와 

이용자 관계에서 권력의 무게중심이 제공자에게 있었음을 보여준다(양난주, 2009).   

2007년부터 실시된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통해 서비스 구매력을 보유하게 된 이용자는 제공기

관과 서비스 구매 계약을 맺음으로써 서비스를 선택하고 제공받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필

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며 서비스에 불만을 가질 경우 돌보미 교체를 요구하고 이의제기할 권리를 가지

게 되었다.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재정지원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으로 인하

여 공급자의 수익이 창출되는 원리로부터 이용자는 구매력을 토대로 한 권한을 강화하 다. 그러나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이제 제공기관도, 정부도 아닌 이용자 본인의 정보와 판단, 선택

의 문제가 되었다. 이는 돌봄서비스를 받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험

요소를 내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서

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과 돌보미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구체화하는 계약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4)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가 실질적인 계약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지, 또 제공기관을 스스로 

정보수집과 판단으로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3) 서비스 이용자와 정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5)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권리가 법적 근거를 갖지 못했던 2003년 이전에 비해 서비스 이용자와 

4)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경우 서비스 계약에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상호협력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동의서에는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권리와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상호협력동의서에는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이 서명해야 한다.

5)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
다)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의6(보호의 실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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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계가 법제적 차원에서 공식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진입경로

가 개별적인 민간기관별로 이루어지는 현실의 전달체계에서 이러한 법률 조항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

울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김용득, 2008).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던 단계에서 정부가 판정한 기초생계보장 수급자격을 

가진 이용자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초생계보장 수급권은 받지 못했어도 서

비스 욕구를 가진 장애인, 차상위 가구나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의 서비스 이용자는 지역 민간비

리기관에게서 서비스 적격성을 판정받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다. 지역복지관 등 민간기관들은 주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개별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의 포괄적인 사업지침에 입각하여 

수행하 으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은 기관의 몫이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이용자와 정부 관계가 간접적일 뿐만 아니라 공식성의 정도, 제도화의 수준도 낮다는 것을 보

여준다.

그러나 정부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정부는 개별 서비스 이

용자와 직접적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기존에는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행하던 서

비스 이용자의 적격성 판정이 정부의 업무가 되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이 

서비스 신청을 받고, 서비스 적격성을 판정하게 되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가 바우처 이용자를 심사, 결정하고 대상자 개인들에게 결과를 통보해 준다. 서비스 신청과 판정, 수

급자격 결정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서비스 이용자와 정부의 관계는 ‘제도적’으로 직접

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로 이동하 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과 대상자 선정 결과 또는 지

원중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할 수 있게 되어 정부의 결정에 대

응하는 이용자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법과 제도에서 이용자 권리의 명문화, 그리고 수

요측면 지원방식 정책에 의해 이용자권한을 강화하는 서비스 변경 권리, 이의제기 등 절차가 발전된 

데 기반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법과 제도에서 명시한 명목적 권리를 실질적 권리로 전환하는 데 

역할을 한 장애운동 등의 향도 빼놓을 수 없다.6)    

4) 서비스 전달자와 제공자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서비스의 질은 공급자의 성격, 특히 전달자와 전달자가 활동하는 구조를 형성

하고 있는 제공자의 특성, 그리고 이들의 관계와 접한 관련을 가진다. 전달자가 무급봉사자인지 유

급노동자인지, 또 이들에게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제공자가 비 리민간기관인지 리기업인지 정

부인지에 따라 일선에서 생산되는 서비스의 특성 나아가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는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6) 2009년 12월 16일 김포 향유의집 황인현, 음성 꽃동네 희망의 집 윤국진, 박현 3명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인 양천구청과 음성군청에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서비스 변경 신청 권리를 
최초로 행사한 사건이다(박숙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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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수 있다(Bahle, 2003) 전통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대표적인 제공자가 비 리민간

기관이었다면 비 리민간기관에서 대표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자는 자원봉사자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는 무급으로 활동하 는데 사회복지사와 사무원이 아닌 서비스 전달자로

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로 급여를 제공했던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예로 들어 전체 서비스 전달자 규

모에서 무급 자원봉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의 통계

에 의하면 전국 523개소의 가정봉사원 파견기관에서 활동하는 유급 가정봉사원은 1,834명인데 비해 

무급가정봉사원은 그 열배에 달하는 18,035명에 달했다(이봉주․강상경․김문근․김용득․김찬우․안

상훈, 2008).7) 

자원봉사인력에 의존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비 리조직은 자원봉사인력이 가지는 자발성

과 헌신성으로 인해 수행하는 서비스의 질은 높을 수도 있지만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서 자원봉사자의 중도탁랄률이 30% 이상이어서 제공

기관은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이가옥, 1997). 

무급의 봉사인력에 의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는 일이었다. 기존 비 리민간기관이 돌봄 인력과 맺는 관계는 자원봉사자들의 ‘무

급노동’을 통해서 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무급 서비스 전달자가 받는 보상은 ‘감사’

다. 서비스 이용자 역시 자원봉사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일이었다. 따라서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와 관리는 전적으로 서비스 전달자인 자원봉사자 돌봄 

인력의 동기와 헌신성에 일임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우처사업, 장기요양사업 등에 참여하게 된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서비스 노동자를 모집하여 

고용계약으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제공기관은 돌봄노동자의 서비스 생산활동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이전과 다르게 서비스에 대한 제공기관의 통제력을 높이는 결

과를 낳았다(양난주, 2009). 돌보미들은 돌봄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 

기관의 지침과 통제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돌봄 인력은 노동자가 되었고 이들의 서비스 제

공은 노동이 되었으며 급여로 보상되어야 했다.  

제공기관이 그동안 무급 돌봄인력들과 유지해 왔던 정서적이고 온정적이었던 비공식적인 관계는 

경제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노동의 상품화를 통해 맺게 되는 관계의 본질이 그

러하듯이 고용계약에 의한 관계의 평등성은 형식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고용기관과 고용인의 

관계에서 권력의 균형은 기본적으로는 노사관계의 특성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사

회서비스 시장에서 급여와 노동조건의 문제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재정규모, 서비스 단가 등의 직접적

인 향을 받기에 전달자와 행위자의 관계가 온전히 두 행위자의 재량 역에서 구축된다고 보기 어렵

다. 전달자와 제공자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는 돌봄의 상품화와 전달자의 노동자화

에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차원에서 사회서비스 재정방식, 서비스 질 

  7) 보건복지부의 시설종별 자원봉사자현황 통계에 의하면 2008년 한 해동안 1회 이상 활동한 자원봉
사자를 의미하는 활동자원봉사자의 수는 전국의 복지관에만 159,537명, 장애인시설에만 221,978명, 

노인시설에는 248,354명으로 유급직원과 사회복지사 인원의 몇 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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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5) 서비스 전달자와 정부

서비스 전달자는 가족, 자원봉사자, 노동자, 공무원 유형이 있다. 그리고 각 유형이 정부와 맺는 관

계는 공식, 비공식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접한 연관이 있다. 전달자와 정부가 맺는 

관계는 크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전달자에게 직접 하는 경우와 이용자나 제공자를 통해 간

접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서비스 전달자에게 서비스 보상을 직접 하는 경우는 가족이나 친지를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보육분야에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의 양육자에게 제공되는 수당, 일정

시간 이상 노인, 장애인인 가족을 돌보는 이에게 제공되는 수당 등이 그것이다(Ungerson, 2001). 다음

으로 서비스 전달자를 정부가 직접 고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정부에 의

해 사회서비스가 생산, 공급되었던 국이나 스웨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달자 유형이라 하겠다. 

더불어 드물게는 자원봉사자도 정부로부터 상징적인 급여(symbolic payment)를 받기도 한다

(Ungerson, 2001).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역사에서 서비스 전달자와 정부의 직접적인 관계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아동 양육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대부분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정부

의 직접적인 책임과 인정은 대단히 더디게 도입되었으며 그나마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자의 노동에 대

한 보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사회복지서비스도 민간비 리부문에 의해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왔는데 이 기관의 유급직원에 대해서는 운 비 지원,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정부지원이 이루

어졌으나 이를 서비스 전달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정부가 사회서비스 확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

진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자들이 양성되었다. 그 대표적인 서비스 전달자가 요양보호사로 240시

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졌다. 2010년 4월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총 81만 

3천여 명이고 이들 중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2010년 4월 기준 22만 8천여명

에 달한다. 요양보호사는 가정봉사원, 가정도우미, 노인돌보미, 가사간병인 등의 이름으로 육성되어왔

던 이전에 비해 인력 양성 규모도 크고, 고용시장도 큰 편이었다. 물론 신고제에 의해 설립되는 교육

기관에서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하던 자격증 제도를 두고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과 그 결과로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2010년 4월 교육기관을 지정제로 바꾸고 국가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요양보호사에 대한 개입을 시작했다.8)   

사회서비스 시장의 전달자와 정부의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노동의 보상에 대한 문제다. 

앞서 전달자와 제공자 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인 노동의 보상 수준이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안에서 

8)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요양보호사의 수급 균형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별도로 논의할 내용이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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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다는 점을 언급하 다. 새롭게 창출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급여가 낮은 문제는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임정기, 2007; 오은진, 2009; 채해 , 2009).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제공기관은 서비스 

전달자의 임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실질적으로 

정부에 의해 정해지는 서비스 단가 내에서 가능하다. 또한 일한 시간에 의해 급여가 결정되고, 서비스 

시간을 요구하는 서비스 이용자는 정부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아 서비스 시간을 부여받게 된다는 점에

서 돌봄시장에서 정부의 서비스 공급규모는 시장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렇게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에서 전달자와 정부의 관계가 양성과 고용, 임금 등 결정적인 

문제에서 구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인력의 

양성, 배출과 연관된 서비스의 질 뿐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안정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

달자와 구조적으로 맺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수의 연구

자들이 제시한 돌봄서비스의 질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에 관한 정부의 역할은 이 두 행위자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평등화하기 위한 내용과 구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6) 서비스 제공자와 정부

  

한국에서 시설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시설 외 사회복지서비스가 미약하게나마 도입되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 후반부터 고, 1990년대를 거치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이라는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사회

복지서비스가 확대되었다(이 환, 2004). 지역의 사회복지관은 산하에 재가복지센터, 자활센터, 놀이

방, 공부방 등을 설치하여 지역의 서비스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의 역과 범위를 확장해왔다. 사회복

지관으로 대표되는 지역 이용시설은 취약계층 보호의 성격을 가진 생활시설과 더불어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양대 축을 이루게 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정 서비스 기관 운 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

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민간에 대한 기관 위탁과 위탁 기관의 운 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방식

은 한국 사회서비스에서 공공 역과 민간 역의 전근대적 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다(김용득, 2008). 

김 종(2002)은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종속적인 관계의 가능성을 진단한다. 사회복지시설이 행정적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보조금 사용결과를 보고하며 행정적 규제를 따르는 데 집중함으로써 서비스 전달

기능이 약화되거나 왜곡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로부터의 재원조달

이 이용자와 관계없이 공공부문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이용자나 지역사회보다는 공

공부문에 대한 종속적 의존관계를 가져오기 쉽다는 결론을 낳기도 한다(Tourigny and Miller, 1981, 

이봉주 외 2007:45에서 재인용). 

공급자 재정지원방식 안에서 안정적인 위계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정부와 민간비 리 사회복지서비

스 제공기관의 관계가 부분적으로9) 전환되는 것은 2006년 참여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간시

장을 통한 공급”이라는 사회서비스 확충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기점으로 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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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진방향으로 첫째, 수요자 중심 사회서비스 둘째,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촉진 셋째,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표방하 다(김원종, 2008). 이는 취약계층으로 제한되었던 사회서비스 대상을 중산층까

지 확대하고 재정지원방식을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이용자 역시 서비스에 대

한 본인부담을 지불하게 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생산과 공급을 거의 도맡아온 지역사회 비 리민간기관을 출발선상에서의 공

급단위로 고려하되 전적으로 일임하지는 않고, 다른 리, 비 리 민간기관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방식

으로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비 리민간기관은 여러 제공자 중의 하나가 되었다. 게다가 바우처 방식으로 확대되는 사회서비

스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별도의 운 비보조도 받지 못하고 유사사업에 대한 지원금도 줄어들게 되

었다. 비 리민간기관은 다른 리법인, 개인사업자들과 경쟁하여 서비스 이용자를 유치하고 기관 운

비를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새로운 재정지원방식에서 정부는 제공기관 신청을 허가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도, 감독’의 권

한을 갖는다. 그러나 기존에 수행되어 오던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대한 평가 외에 추가적으로 서비

스 제공에 정부가 지도, 감독하는 기제와 장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정부로부터 운 비를 받지 

않게 되면서 정부와 맺고 있던 기존의 관계는 종결되었다. 정부로부터 어떤 재정지원도 받지 않기에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수행해야 했던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규정 준수와 사업보고 등의 의무를 수행할 

이유는 사라졌다. 수요자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비 리사회복지기관은 리법인

이나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제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규칙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는 공급자지원방식에서 정부와 종속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보장되던 안정

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와 제공기관

들의 관계가 공식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선 현장의 정부와 비 리

민간기관과의 관계에서는  기존 공급자지원방식에서 가져온 종속적 대행관계의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한다(양난주, 2009).

전통적인 대행자 관계는 제도적으로 종식되었으나 새롭게 공식적이고 대등한 ‘계약적’ 관계가 구축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현재 사회서비스 시장의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가 제공자들과의 관계를 

정책적으로 진전시키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과 다르게 정부에 의해 

개별 서비스 이용자의 구매력이 보장되는 사회서비스 유사시장(quasi-market)에서 정부는 공급측면

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최종적인 책임을 가진다(Le Grand and Bartlett, 1993). 상당부분 정부 재원으

로 작동하는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는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구체화하는 계약을 통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9) 2005년에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시업 중 상당부분은 공급자지원 재정방식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이라는 형식으로 본래 가지고 있던 재정지원방식을 
유지한 채 계속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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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가 가지는 의의와 딜레마 

이상으로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일어난 변화를 행위자간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 다. 그 결과 

주요 행위자들, 특히 이용자가 전달자, 제공자, 정부와 맺는 관계들이 기존의 비공식적이고 위계적인 

성격에서 제도화의 진전에 의해 공식화되고 제도 안에서 명목적인 평등성을 권리의 기초로 가지게 된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정부가 다른 행위자들 특히 전달자나 제공자와 맺는 관계들이 행위자들에 

의해 가시적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

책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변화가 행위자간 관계의 변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분석해보

면 더욱 의미있게 포착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분석 기준이 되었던 공식성과 평등

성에서의 진전은 ‘돌봄의 사회화’(Daly and Lewis, 2000),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제도화’(Bahle, 2003)

의 수준이 강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방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정부에 의

해 조성된 사회서비스 유사시장(quasi-market)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의 상품화’를 전제로, 서비스 

구매를 하면서 맺는 계약적 관계(contractual relationship) 그리고 ‘돌봄노동’에 기초한 고용관계를 통

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는 분명하다. 전통적인 관계가 가지는 비합

리성과 임의성, 불평등한 성격으로부터의 탈피가 그것이다.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이용자-전달

자-제공자-정부의 관계는 공식화되지도 제도화되지도 않은 채 선물관계(gift relationship)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선물관계는 사랑과 자선과 사회적 인정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권

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용자의 서비스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제공되는 이러한 서비스는 그 동기의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억압적 요소를 가질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전달자) 측

면에서의 자기착취(self-exploitation)라는 문제를 노정할 수 있다(Standing, 2001). 서비스를 사랑, 자

선, 의무 등의 도덕적 동기에 의해 제공하게 되는 전달자들은 서비스 대상에게는 일방적인 강요를 할 

위험과 더불어 스스로를 착취하는 위험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결과 이용자와 전달자 두 주체의 권리

는 실종되고 더불어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도 떨어지게 된다. 

서비스 이용계약과 고용계약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행위자들이 

맺게 되는 계약적 관계는 기존의 비공식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하고 도덕과 자선의 원리에 입각

한 전근대적인 관계를 벗어나 합리적인 권리와 책임의 관계로 전환하 다. 

이러한 전환에서 서비스 이용자와 전달자의 권리적 기초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의 변화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시장적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도 권리의 담

지자가 된 서비스 이용자는 이제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기초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제공기관과 고용관계를 통해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재정립된 전달자의 위치는 자신의 노동

을 객관화하고 돌봄노동 수행의 권리와 보상의 권리에 기초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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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전달자, 정부와 제공자 관계에서는 공식성과 평등성을 지향하는 ‘권리의 제도화’가 

미진하게 포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와 정부의 관계에서는 기존의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계의 규칙은 발견하기 어렵다. 뿐

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자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질서는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전달자와 정부가 

맺는 구조적인 관계가 가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른 행위자들의 관계가 합리적인 권리와 책

임, 의무의 관계를 계약적 관계로 구축하고 있는 데 반해 정부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공급자

들의 관계는 대단히 불명확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제공자와 정부의 관계에서 중심 내용은 서비스 질(service quality) 관리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으로 조성되는 재원에 기초하고 있고 정부가 구매자간 실질구매력 차이에

서 오는 불평등을 상쇄하는 사회서비스 시장은 사적 시장과 차이를 갖는다. 첫째, 제공기관 사이의 경

쟁은 일반시장처럼 “가격”에서 형성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유사시장에서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 직

접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과 서비스 설계에 기초하여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시

장 규모, 곧 수요도 이용자의 구매력만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 규모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제공자를 제약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경쟁에 의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을 왜곡할 

수 있다. 이윤추구의 경로를 차단당한 제공자는 서비스 질을 낮춰 서비스 단가를 낮추는 것으로 이익

을 취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유사시장에서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Le Grand and Bartlett, 1993). 

서비스 수행기관으로서 제공기관에게는 정보제공의 의무가 공식화되어야 한다. 기관에 대한 정보만

이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인력, 사업 규모, 재정과 회계 보고 등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

다. 정부는 제공기관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서비스 공급측면의 질을 관리하고, 이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이용자들이 제공기관

을 선택할 수 있고, 이용자 선택에 의해 서비스 질의 향상이 가능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성해야 

한다.10) 

이러한 메커니즘은 바우처라는 구매력으로 부여한 이용자의 권한(power)을 개별적인 이용자가 자

신의 개인적 능력(capacity)에 기초하여 선택(choice)하는 문제로만 간주하는 것을 지양하게 한다. 시

장 소비자들과 동일하게 정보의 취합과 비교에 능숙하지 않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특성까지를 

감안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욕구를 실현(realization)하도록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서비스 전달자와의 관계도 고용과 서비스의 질 관리 맥락에서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

다. 제공기관과 전달자의 관계가 고용관계로 공식화되어있지만 전달자인 돌봄노동자가 자신의 권리 

10) 문제는 정부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를 어디로 둘 것인가에 있다. 시․군․구 단위에 
이를 관장하는 기관을 둘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으로 바우처 사업을 관장하는 한국사회서비
스관리원 등을 확대하여 제공기관 관리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
을 정하는 문제이다. 게다가 이 문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서비스 역별로 서비스 적격성을 
판정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와도 연계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재정이 배분되고 집행되는 
방식으로써 지방분권화 추세와도 접한 연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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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을 제공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돌봄노동자의 지위가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략이나 노동정책, 사회서비스 확충계획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회서비

스라는 공공의 재화 안에서 활동하는 인력으로서의 서비스 전달자를 양성하고 고용하는 일은 설사 이

들이 개별 민간기업에 고용되어 일한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는 서비스 전달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사회서비스의 특

성에 의해 서비스 질이 결국 이용자와 전달자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성

을 가진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는 정부 주도로 돌봄노동의 상품화, 사회서비스 시장 도입을 통한 

행위자들의 계약적 관계로 전환에 있다. 계약에 기초한 권리와 책임, 의무의 명료화는 선물관계라는 

특성을 가졌던 이전의 관계를 공식적이고 평등한 방향으로 진전시켰다. 그러나 행위자 권리와 책임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가의 문제, 그리고 공급부문에서의 계약적 관계의 메커니즘에 결정적인 향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딜레마로 포착된다. 

6. 결론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으로 변화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를 행위자간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 다. 기존의 복지국가 민 화 담론이나 복지혼합 분석, 소비자주

의 접근의 설명력으로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궤적에 천착한 변화를 읽어내는 데 충분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관계적 특성이 행위자간 관계 변화를 분석의 중

심으로 삼은 근거 다. 서비스 이용자와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고 있는 여섯 가지 관계들을 공식

성과 평등성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 다. 

그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이들 관계는 ‘절차적’이고 ‘제도적’으로 이전에 비해 공식화되고, 

권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여 평등한 관계로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 변화는 각 행위자

들이 권리에 기초하여 관계의 평등성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가지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돌봄이 상품화된 노동의 형태로 제공될 때 돌봄노동의 보장을 위해 돌봄이용자, 돌봄

전달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들의 협상능력, 로비 기능이 보호되고 장려되어

야 한다는 Standing(2001)의 견해를 고려할 때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에서 이 지점이 앞으로 가

지게 될 의미는 작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유사시장(quasi-market)에서 행위자의 권한 범위를 결정하는 데 막대한 향을 

미치는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관계

의 질적 변환에서 딜레마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다른 행위자들과 맺는 관계의 중

심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관리(quality control)의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 다. 정부가 서비스 질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제공자, 전달자, 이용자와 맺는 정부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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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성과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 다.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유

사시장에서 행위자들의 권리와 규칙은 자유주의적 계약 관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사회복

지서비스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을 통해 유사시장에서 자유주의적 계약

관계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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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s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Korea
- Analyzing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Actors -

Yang, Nan-Joo

(Daegu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recent changes in social welfare services from 

a relational perspective. Discourses of the privatization of welfare state, the 

welfare mix approach, and consumerism have provided frames for interpreting 

the changes in social services in Korea.

The nature of social welfare services, being a "relational goods" requires its 

focus to be in its relational aspects: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user and service 

practitioner;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user and provider;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user and government;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practitioner and 

provider;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practitioner and government; and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provider and government. Analysis of such relations will 

explore their transformation toward formalness and equality in social welfare 

services. 

In conclude, the study reveals a process of modernization, defined as a 

transition from informal relations to formal contractual relations, based on one's 

right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Previous relations, of paternalistic, 

arbitrary and hierarchical characteristics, can be seen as being substituted by 

more formal, institutionalized and equalized relations. In terms of service 

purchasing contract between service user and service provider and employment 

contract between service provider and service worker are recognized with the 

latter characteristics. This relational analysis leads a discussion concerning the 

creation of institutional basis of on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fields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Korea. 

Key words: social welfare services, relational analysis, contractual relation, 

privatization, welfare mix, consume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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