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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목표라 할 수 있는 ‘좋은 돌봄’의 개념을 정립

하고 그 구성요소를 찾아내며, 좋은 돌봄을 산출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탐색했다. 또한 서비스 질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질 확보 

전략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돌봄의 근원적 속성을 탐구한 선행 문헌들을 검토하고 지난 5년간 서비

스 제공 경험에서 축적된 서비스 현장의 지혜를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담아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좋은 돌봄’은 개개인의 총체적 삶의 질(total quality life)이 가능한 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단순히 

신체적․기능적 욕구 충족만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이 결합되어야 한다. 좋은 돌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좋은 돌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돌봄제공자와 돌봄수급자 간 관계가 시장규범에 훼손되지 

않고, 상호신뢰 및 존중과 진정한 소통으로 돌봄수급자 욕구를 중심에 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평가체계는 전면적인 상대평가보다는 시설서비스의 핵심적 질에 대하여는 기관규모별 절대기

준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인증기준 이상 부분은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특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

문 재가서비스 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돌봄종사자 만족도, 재가서비스기관의 사례관리체계 등이 평가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

주제어: 장기요양, 서비스 질, 좋은 돌봄, 돌봄관계, 서비스 평가

* 이 논문은 한림대학교 특성화사업비(HRF-S-21)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3년 한국장기요
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논문 준비과정에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장기
요양서비스 기관장 및 종사자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학회 발제를 제안해주신 선우덕 박사님과 
토론을 통해 많은 영감을 주신 학회 참석자들, 그리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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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실시된 지 만 5년을 

넘어서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을 통해 재정부담을 사회화시킨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대부

분의 장기요양욕구를 가진 노인과 그 가족들이 처음으로 공식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획기적 

변화가 이루어졌다(석재은, 2008b).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없던 상태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있는 

상태로의 커다란 질적 변화가 가져온 그 자체의 충족감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노인장

기요양보험에 대한 몇 차례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는 80-90% 대에 이르는 상당히 높은 만족도 수

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그러나 제도도입 이후 시간이 흐

를수록 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으로 초점이 옮겨지면서 서비스 질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최

희경, 2010; 이미진, 2011; 이지영․이미진, 2011; 이윤경․김세진, 2012; 이정석, 2013; 임정기, 2013).

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많은 부분이 아직 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좋은 질의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또한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

는 제도도입 당시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전략들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정부에 의해 

채택된 서비스 질 확보 및 향상 전략들이 과연 서비스 질 확보 및 향상에 적절한 전략이었는가는 평

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지난 5년간의 제도운영 경험에 기반하여 서비스 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서비스 현장에 좋은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가 축적

되었으며, 좋은 서비스를 산출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구상들도 구체화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또한 좋은 서비스 질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생각도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의 

개념에 대해, 다시 말해 ‘좋은 돌봄’의 개념을 근원적으로 재구성하며 정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좋은 

돌봄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 구성요소와 환경적 요소는 무엇인가, 어떻게 서비스 질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가 라는 연구질문들에 대하여서도 돌봄에 대한 철학적 접근의 문헌검토와 함께 서비스 현장의 

축적된 지혜를 통해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우리가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향상하고자 할 때, 무엇이 

좋은 질의 서비스인가를 정확히 알아야만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서비스 질

을 평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보상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지만 무엇이 좋은 질의 서비스인가

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 둘째, 우리가 목표로 하는 좋은 서비스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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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서비스 질과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

치는 구성요소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상태에서 가능한데,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우리에

게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셋째, 서비스 질을 어떻게 적절히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서비스 질 

측정에 관한 대표적 쟁점으로 구조와 과정, 즉 투입(input)을 측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 아니면 성

과(outcome)를 측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 또한 서비스 질의 측정방법과 관련

하여 단순히 투입의 양적 측정만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개별화된 맞춤 욕구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느냐를 포함한 질적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 연구의 방법

이와 같은 연구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답을 얻을 것인가? 이 연구는 근원적 질문을 다루었던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와 함께 질적연구방법을 채용하여 서비스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방법을 택하였다. 정책

을 만들고 시행하는 정책 공급자 및 운영자 관점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과 서비스 현장에서 체감하는 

진실은 상이할 수 있다. 정책공급자 및 운영자가 서비스 질에 대해 갖는 생각은 법제도와 서비스기관 

평가기준에서 이미 어느 정도 밝혀진 데 비해, 서비스 현장에서의 생각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비스기관 운영자와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

호사의 관점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보고자 한다.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근저에‘현장에서 답을 찾았다’는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중용하자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서비스 현장에

서의 실천적 경험과정에서 축적된 지혜를 기반으로 아래로부터(bottom-up)의 의견들을 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 정책공급자 및 운영자에게 서비스 목표와 

질 관리에 대해 근본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의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시설서비스 제공기관 원장 3인,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원장 3인,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및 방문요양서비스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서 일하고 있는 요

양보호사 8인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하였다.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선정은 관련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연구목적을 밝히고 동의를 얻은 노인요양시설 원장 2인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원장 1인, 한국재가노인

복지협회의 추천을 받은 방문요양센터장 2인, 주간보호센터장 1인, 그리고 서울시 돌봄종사자종합지

원센터의 추천으로 요양보호사 경력 3~5년이 되는 8분에 대한 심층인터뷰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모두 2013년 11월 중에 이루어졌다. 시설서비스 기관장은 대면 개별인터뷰와 집단인터뷰가 함께 이루

어졌으며, 재가서비스 기관장은 서면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요양보호사는 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요

양보호사 5분과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3분이 함께 모여 초점집단인터뷰(FGI)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사목적과 조사질문이 담긴 조사개요 설명서를 드리고, 조사결과의 사

용용도에 대해 고지한 다음 인터뷰 내용을 연구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인터뷰는 연구

자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근거로 개방적 질문을 하고 인터뷰 대상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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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추가적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전문을 채록한 다음, 반복해서 읽으며,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내용들로 정리하였다. 

반복적으로 읽으며 주요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개념들 간에 공통적 의미를 가진 유사성있는 

개념들을 결합하여 범주화하였다. 개념들을 범주화하면서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으로 위계적으로 조직

화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3) 연구의 구성

먼저, 2장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장기요양서

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전략과 그 한계를 장기요양정책 및 제도운영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3장에서는 무엇이 좋은 질의 서비스이며, 좋은 질의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서비스 현장의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여 담았다. 

4장에서는 서비스 질을 어떻게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서비스 현

장의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여 담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장기요양서

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2. 현행 장기요양서비스 질 확보 전략과 한계

1) 정부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확보 전략

제도설계 당시, 정부는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크게 네 가지 방식의 접근을 채택하였다고 정

리할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제도진입 단계에서의 규제 전략이며, 두 가지는 제도운영 단계에서의 

운영 전략이며, 마지막 한 가지는 평가 단계에서의 평가를 통한 보상 전략이다.

첫째, 정부는 제도 진입자에 대한 규제로, 서비스 공급기관 및 인력의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마련하였다. 서비스 질을 형성하는 서비스 재료의 양과 질을 통제하는 전략, 

즉 ‘서비스의 투입(input) 통제 전략’의 측면에서 시설환경 및 인력 등의 투입량과 최소자격기준 등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장기요양기관 진입조건으로 시설 및 인력의 최소기준을 설정하는 것, 인력별

로 최소 자격기준을 설정하는 것, 특히 서비스 최일선을 맡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신설하고 자격

기준 요건에 필요한 교육내용 및 시간을 설정하고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것 등이다. 

둘째, 정부는 제도 운영에서 서비스 시장화(marketization) 전략을 통해 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

였다. 공급량의 통제 없이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허용과 함께 이용자가 공급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시장기제(market mechanism)의 작동을 통해 

공급기관들은 서비스 이용자 확보를 위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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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서비스 질이 낮은 공급자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서비스 질이 높은 기관은 다수의 이용자를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셋째, 정부는 제도 운영에서 무정형적(intangible)이고 포괄적(comprehensive)인 장기요양 욕구의 

특성상 장기요양욕구를 특정(specify)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재가서비스 방문요양급여의 경

우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와 이용자 보호자가 결정하도록 ‘서비스내용의 이용자 자기결

정권(consumer direct control) 부여’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그것을 통해 서비

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가를 설정하는 

포괄적 수가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포괄적 수가방식은 공급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서비스공급을 유인

하는 수가방식이다. 따라서 공급자의 서비스 축소제공 유인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를 견제하며 서비

스 질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이용자의 서비스내용 선택권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주어진 시간 내에 

무정형의 포괄적 장기요양욕구를 대상으로 서비스이용자 혹은 이용자가족이 원하는 내용의 욕구를 충

족해준다’라는 ‘이용자 혹은 이용자가족에 의한 욕구판단과 서비스 내용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방식으

로 서비스 질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재가서비스와 달리 장기요양대상자의 생

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유지하는 성격의 급여이므로, 전체적인 포괄적 시설서비스에 대하여 장기요

양인정 등급별로 시설서비스 비용(수가)이 설정되는 포괄적 수가방식을 채택하되, 재가서비스에서는 

불가능한 일정 정도의 서비스 표준화를 통하여 서비스 질을 확보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넷째,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하는 전략을 통해 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였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4조에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보

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에 대해 순차적으

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1) 또한 이용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평가결과 정보를 공단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평가점수 상위 기관에 대해 수가에 가산율을 적용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2) 

이와 같은 정부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확보 전략은 OECD 국가 및 EU 국가들에서 채택하는 전략과 

유사하다. OECD 국가 및 EU 국가들은 장기요양서비스 질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서비스 질 확보

를 위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시설 및 인력 등의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s) 규제(자격제도, 인증체계, 최소기준 규제 등)하는 접근, 둘째, 돌봄서비스 실천

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한 접근(표준화된 평가도구 사용, 서비스 프로토콜(protocol) 개발 등), 셋째, 소

비자와 제공자를 위한 시장 인센티브(서비스 제공기관 등급화 정보공개 및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 

접근 등이다(OECD, 2013).

1) 2009년도 입소시설 평가를 시작으로, 2010년 재가급여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다시 2011년, 2012년에
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에 대한 평가가 각각 이루어졌다. 격년으로 평가를 정례화하고 있다.

2) 평가결과 상위 10%(A등급) 기관에 대해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5%를 지급하였다. 2013년부터는 상
위 10% 기관에는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3%, 상위 11-20% 기관에는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2%를 지
급하고, 서비스 질 수준이 현저히 향상된 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를 지급하는 안
이 신설되었다(이정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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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확보 전략에 대한 비판적 평가

그동안 선행연구와 서비스 현장의 목소리에 바탕하여 정부의 네 가지 서비스 질 확보 전략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석재은, 2008b).

첫째, 서비스 공급기관 및 인력에 대한 국가최소기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비판이 존재

한다. 하나는 국가최소기준의 양적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근로기

준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1일 3교대를 실시하여야 하고, 재충전을 위해 공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하려

면 법정 최소인력기준(2.5인당 요양보호사 1인)으로는 도저히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다. 두 번째는 국가최소기준을 다양한 기관규모별로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인요양시

설 서비스 기관의 규모가 매우 다양한데, 동일한 서비스 표준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작

용하는 대규모시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작은 규모의 시설의 경우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어렵

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최소기준의 질적 측면에서 필요시설 및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 시설기준의 경우 개인 및 공적 공간에 대한 기준과 배치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

요하고, 재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이용자와 요양보호사 간을 중재해줄 수 있는 사례관리자 역할을 수

행하는 전문인력 또는 사례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다.

둘째, 서비스 시장화 전략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공급기관이 지나치게 과

잉공급되어 공급기관 간 건전한 서비스 질 경쟁에 의한 서비스 질 제고라는 선순환 체계(virtuous 

circle)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지역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는 서비스 공급기관

의 지나친 과잉공급에 따라 서비스 질 경쟁을 통한 정당한 이용자 확보보다는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

면을 통한 불법적, 편법적인 이용자 확보경쟁과 비용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공단에 서비스 비용을 

불법적으로 과다청구하는 등의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서비스 공급기관이 지나치

게 과소공급되어 이용자의 공급기관 선택권이 사실상 제약되어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에 의한 서비스 

질 제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농어촌지역에는 주간보호서비스 공급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아 이용자의 서비스공급기관 선택권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정

원은 한정되어 있고 원하는 이용자는 많은 경우 엄청난 대기리스트만을 남기며 실질적으로 이용자 선

택권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는 순수 시장 메커니즘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동적 가격결정인데, 서비스 가격은 정부의 수가정책에 의해 고정된 상태에서 차별적 이용자 수요에 

대한 차별적 서비스 질의 향상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한편 노인요양시설에서 법정 이용

자부담 외에 추가요금을 인정하고 있는 추가침실료 및 식재료비를 받는 양상은 매우 다양한데, 비용

과 서비스 질 수준과의 관계는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

셋째, 소비자주의(consumerism)에 입각하여 서비스 내용의 이용자 결정권 부여 전략에 대한 비판

은 다음과 같다. 그 하나는 방문요양급여의 경우 이용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자, 요양보호사에 대한 남

용(abuse)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높다.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는 서비스 내

용들이 제도에서 목표로 하는 서비스 질과 거리가 먼 서비스 항목들이 많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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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공급과잉된 상황에서 공급기관의 선택권을 가진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취약한 입장의 요양보호

사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돌봄서비스는 돌봄을 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 간

의 관계의 질이 매우 중요한데, 일방의 혹은 쌍방의 남용에 의해 관계의 질이 악화되면 돌봄서비스의 

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중 일방

이 혹은 쌍방으로 서로를 남용하게 되면 관계의 질이 악화되면서 서비스 질이 나빠지는 악순환

(vicious circle)으로 귀결된다. 세 번째로,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이용자에 의하여 욕구 판단과 서비스 

내용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

이 있다. 이용자의 판단이 항상 서비스 질과 이용자 삶의 질을 결과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문가적 판단과 개입이 이루어진 다음에 선택권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상당수 장기요양기관들은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우리 사회가 목표로 

하는 서비스 질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첫 번째로 요양시설에서의 초점은 어떻

게 하면 가능한 인간다운 생활을 최대한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비하여, 평가기준은 지나치게 보

건의료적 기준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두 번째로 서비스 질에서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맞춤욕구에 대한 대응, 서비스의 개별화에 대한 평가가 매우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 세 번째로 재가서비스는 시설서비스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하는데, 평가기준에서 재가서비스의 특

성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부의 서비스 질 확보 전략이 당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과 달리, 당초부터 서비스 질 확보와 대항관계에 있는 것이 서비스 가격 통제이다.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들은 서비스 질 확보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낮은 서비스 가격, 즉 낮은 수준에서

의 수가통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 가격을 표준화된 포괄수가 정책으로 통제하고 있다. 제도도

입시 수가 산정시에는 서비스 기본재료비에 대한 원가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윤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석재은, 2008a). 시설서비스의 경우 시설건물비용, 임대료 등에 대한 부분이 원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 준수를 고려한 요양보호사 3교대 근무와 휴일 포함에 대한 적정 

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건물비용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시설 서비스 수가의 부족이 

더욱 컸으며,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추가고용으로 서비스 비용에 대한 경영

압박이 큰 실정이다. 또한 시설규모별, unit care 여부 및 1실 보호인원수 등 보호의 질별, 건물비용 

운영자 부담여부별, 인력 모집여건에 차이가 있는 지역별 등 기본적으로 서비스 비용의 차이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른 비용압박이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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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단계 주요전략 주요가정 주요비판

서비스 
질

향상 
전략

 <진입단계>

 규제전략

 서비스의 투입(input) 양 
및 질의 통제 전략→시설 
및 인력의 국가최소기준 설
정

 서비스 질을 형성하는 서비
스 재료의 양과 질(자격)을 
통제→서비스 질 향상

 -국가최소기준 절대적 수준 낮
음

 -다양한 기관규모별 표준 
마련 필요 

 -국가최소기준 질적 기준 
보완 필요

 <운영단계>

 시장화 전
략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의 자
유로운 시장진입 허용/이용
자의 자유로운 공급기관 
선택

 공급기관들은 서비스 이용
자 확보를 위해 서비스 질 제
고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경
주

 -과잉공급으로 시장 왜곡
 -과소공급으로 이용자 선택

권 제한
 -차별적 서비스, 차별적 가

격 제도화 필요

 <운영단계>

 이용자 권
한부여 전략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전적
으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부여 전략

 포괄적 수가방식에 따른 공
급자의 서비스 축소제공 유인 
견제, 서비스 질 확보 전략으
로 이용자의 서비스내용 결정
권 부여

 -요양보호사 남용(abuse) 발생
 -돌봄 관계 비인간화, 돌봄 

관계 악화
 -전문가적 판단과 이용자 

자기결정권의 조화 필요

 <평가단계>

 인 센 티 브 
전략

 서비스 질 평가 및 인센티
브 제공

 평가, 평가결과 공개, 평가 
상위기관에게 인센티브 제공
으로 서비스 질 향상 견인

 -전반적인 삶의 질(Quality 

of Life)보다 지나치게 보
건의료적 평가에 초점

 -맞춤욕구 대응, 서비스 개
별화에 대한 평가 미흡

 -정량평가 뿐만 아니라 정
성평가 필요

 -재가서비스 특성 반영한 
평가틀 미흡 

서비스 
질

저하
요인

 <운영단계>

 낮은 수준
의 표준화와 
포괄수가 정
책

 서비스 비용 통제

 낮은 수준으로 표준화된 포
괄수가 정책은 일반적으로 서
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비스 질은 상기
와 같은 다른 전략들을 통해 
담보

 -시설규모별, 시설건물비용 
자기부담여부별, 1실 보호
인원수 및 unit care 등 보
호의 질별, 인력모집 여건 
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등 
다각화된 수가 정책 필요

<표 1>  정부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확보 략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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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좋은 질의 서비스(좋은 돌봄)의 개념 정립과 구성요소

1) 선행연구 고찰

무엇이 좋은 질의 서비스인가? 좋은 질의 서비스는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장기요

양서비스의 본질적 요소인 ‘돌봄’의 개념과 속성을 근원적으로 되짚어 보고, 이것으로부터 ‘좋은 돌봄’

의 필수적 구성요소와 좋은 돌봄을 산출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돌봄의 정의와 구성요소

돌봄에 대한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Fisher와 Tronto(1990)는 “돌봄(caring)은 우리의 세계를 유지

하고, 지속하고 개선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여

기에서 세계는 우리의 몸, 자아, 환경을 포함하며, 복잡한 삶의 그물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Brandsen(2009)은 기본적으로 피셔와 트론토의 돌봄의 정의를 수용

하면서 “돌봄은 단지 기저귀를 갈아주고, 집을 청소하고 노인을 돌봐주는 것만이 아니라, 욕구에 대한 

이해가 중심이 되는 활동이다”라고 하였다. Held(2006) 역시 “돌봄은 먹이기, 씻기기, 환경정리 등 기

능적 돌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 및 배려와 같은 ‘관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돌봄은 관계적이고, 기계로 대체될 수 없다. 돌봄을 받는 대상이 가치 있는 존재로 대

우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Engster(2007)는 돌봄의 필수적인 세 가지 덕목을 들고 있다. 첫째, 관심(attentiveness)으로 “필요

한 것 있어요?”이다. 타인이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하게 대응하며 부가적으로 

이면의 욕구를 예측하는 것이다. 둘째, 반응(responsiveness)은 “무엇이 필요한가요?”이다. 욕구의 정

확한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고, 필요로 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에 대한 반

응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셋째, 존중(respect)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이다. 관심과 반응을 받

을 가치가 있고 그들이 욕구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의 중요 속성을 바탕으로 Engster(2007)는 “돌

봄은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그리고 존중하면서, 필수적인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재적 

능력을 발전시키거나 유지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돕는 모든 것”이라

고 정의한다. 

이와 같은 관련 전문학자들의 돌봄의 개념정의에 대한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돌봄은 총체적인 삶의 질(total quality life: TQL)의 유지를 돕는 것으로, 신체적․기능적 욕구충족과 

안전보장은 필수적 요소이지만 잔존능력 유지를 돕고 개인별 취향을 존중받는 인간다운 삶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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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돌봄은 활동과 성향(감정적 배려)이 통합된 실천으로(Tronto, 1993), 

기능뿐만 아니라 진정한 ‘관계맺음’ 속에 관심과 애정, 상호신뢰와 배려, 존중이 함께 있어야 한다. 셋

째, 돌봄은 단순히 신체적이고 기능적 욕구만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에 대한 이해

와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즉, 돌봄의 구체적 욕구와 돌봄 방식에 대하여 돌봄 수급자와 돌봄 제공자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돌봄의 구체적 내용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이다.

(2) 좋은 돌봄을 위한 조건

돌봄 개념 정의와 속성에 따르면, ‘좋은 돌봄’은 개개인의 총체적 삶의 질(TQL)이 가능한 최대로 

보장되는 생활이 유지되도록 돕기 위해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욕구’를 중심에 두고, ‘개별적인 상황’

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을 가능한 최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

적인 것은 돌봄제공자와 돌봄수급자가 상호신뢰하고 상호존중하는 바탕위에 원활한 소통과 상호작용

이 이루어지는 ‘좋은 돌봄관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좋은 돌봄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달리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좋은 돌봄관계’를 만들고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Held(2006)는 돌봄서비스의 시장화에 관하여 경고한다. 돌봄의 도덕적 가치는 

이익 추구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하므로 돌봄과 같은 활동은 시장규범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돌봄

활동을 시장화하는 경우, 시장이 돌봄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돌봄윤리에 어떠한 위해

를 가하는지, 따라서 돌봄활동에서 시장의 한계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둘째, 일본 笹谷春美(2008)는 돌봄수급자에 의해 요구되고 표현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좋

은 돌봄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다. 돌봄을 받는 사람의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는 서비스 

시장화에 기반한 소비자주의(consumerism)는 오히려 돌봄당사자의 주권을 적절히 보장하기 어려운 

접근이다. 돌봄수급자의 명시적인 자기결정보다는 돌봄제공자가 돌봄수급자의 욕구를 섬세하게 파악

하여 적확히 반응하고 적절한 사회적 보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돌봄제공자는 전문적 

판단을 동원하여 재량권을 갖고 돌봄 수급자를 진정으로 위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돌봄제공자의 돌봄 역량을 제고하고, 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돌봄

정책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돌봄의 상품화에 따른 돌봄의 물신화 과정에서 돌봄수급자와 돌봄제공자 간의 관계를 훼손하고, 상

호소외를 가져오는 것은 좋은 돌봄을 위해 절대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의사가 전문적 판단을 가

지고 환자의 식사조절과 생활습관 처방을 하듯이, 일선에서 직접적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제공자는 단

순히 돌봄수급자의 표현된 요구에 따르기 보다는 돌봄수급자와의 긴 한 커뮤니케이션(소통) 과정에

서 돌봄수급자의 욕구를 정확히 전문적으로 파악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

려 좋은 돌봄이 될 수 있다고 본다(석재은, 2011). 왜냐하면 돌봄의 속성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일방의 

결정 및 명령과 복종 관계에서는 좋은 돌봄이 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돌봄제공자와 돌봄수급자 간 관

계를 파탄시키지 않는, 돌봄의 양 당사자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돌봄시스템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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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돌봄은 보다 넓은 맥락, 즉 문화와 도덕과 정치, 사회적 제도와 정책의 차원에서 돌봄을 위치

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돌봄이 공적인 문제임을 강조한다. Engster(2007)는 돌봄의 동기를 인간의 상

호의존성에서 찾고, 인간 존재는 보편적으로 타인으로부터의 돌봄에 의존하므로 모두 타인을 돌보아

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합리적 돌봄 의무론을 강조하며, 이러한 돌봄 의무는 집합적 돌봄 제

도와 정책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적 돌봄윤리에서 나온 돌봄 정책은 첫째,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경험과 인식에 기초해야 한다. 즉 

정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정책개발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돌봄 제공과 

수급의 맥락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돌봄 제공자와 수급자의 전문성을 청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권고에 기반을 둔 돌봄의 실행, 돌봄 제공자와 수급자에 의해 자원배분에 대한 엄

격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정책이 어떻게 돌봄문제를 형성하고 정의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돌봄 노동자를 포함하여 취약집단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집합적 책임성이 요구된다. 넷째,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다원적 사회에 토대를 두어야 하며, 정의이론이 접맥되어야 한다. 삶의 전 과정에 걸쳐 존

재하는 돌봄 욕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자원을 가장 잘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열린 협상이 필요

하다(석재은, 2011; Tronto, 1993; Brandsen, 2009).

넷째, 좋은 돌봄 관계를 보장하는 돌봄노동의 조건과 관련하여, 스웨덴의 Szebehely(2007) 연구결

과에 따르면, 잘 기능하는 돌봄은 돌봄 관계의 연속성(continuity)과 충분한 시간(sufficient time), 매

일 상호작용에 대한 재량적 판단(discretion)이 전제되어 있다. 모든 돌봄 수급자에게는 누가 돌봄을 

주러 오는 것을 알고 돌봄 노동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를 것을 아는 안정성(stability)과 돌봄의 내

용과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opportunity) 간의 결합이 중요하다. 사전에 정해진 과업을 제공하는 

방식과 돌봄 수급자와 돌봄 노동자 간의 연속성이 감소하고 빡빡한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방식이 바람

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방문요양서비스 조사에 따르면, 잘 기능하

는 방문요양서비스는 상이한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돌봄 노동자의 시간(time), 

연속성(continuity), 활동의 자유(freedom of action)가 전제조건이다. 또한 최근의 신공공(New Public 

Management) 관리에 의한 조직적 변화는 좋은 돌봄에 필수적인 조건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음이 명

백하다(석재은, 2011; Szebehely, 2007).

또한 笹谷春美(2008)는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지적하며, 돌봄기술과 공감력을 함께 갖춘 

총합판단력을 갖는 돌봄노동자층을 두텁게 가지려면 돌봄노동자가 안심하고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돌봄노동의 전문성은 깊은 공감력과 신체돌봄의 

기술이 모두 뛰어나고 시간-장소-목적(TPO)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총합판단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문성은 상당한 경험의 축적속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이에 걸맞는 사회적 보상과 

처우가 필요하다. 

종합하면, 좋은 서비스 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좋은 돌봄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좋은 돌봄관계는 

돌봄제공자와 돌봄수급자 간의 상호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원활한 상호작용속에서 가능하다. 이를 위

해서는 첫째, 공적 돌봄정책의 사회적 맥락에서 서비스 현장의 돌봄당사자인 돌봄제공자와 수급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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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과 인식이 정책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돌봄서비스 공급시스템을 시장화

하고 돌봄이 상품화되더라도 돌봄 관계가 훼손되지 않고 돌봄의 도덕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 수준

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정책적 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노동자에 대한 

총합적 판단력과 재량권이 발휘되고 사례관리체계가 작동하는 서비스모델이 필요하며, 이러한 돌봄종

사자의 전문성을 인정되고 장려되는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2) 서비스 현장의 목소리

(1) 좋은 돌봄이란? 

① 좋은 돌 은 죽는 날까지 ‘인간답게 생활’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수용시설이란 느낌이 안 들게 할까? 죽을 때까지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갇혀있다는 느낌이 안 들게 할까..... 집이어도 문 걸어 잠그는 집이 아닌 거죠. 그러

면(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우리 동네의 독거노인하고 똑같은 거죠. (S, 노인요양시설 원장)”

“요양원은 집이잖아요. 엄마가 아기가 아플 때 이마를 짚어보고, 따끈하면 조금 있다가 병원을 가

든지 하잖아요..... 간호사의 판단의 도움을 받아서..... 의료적인 잣대가 너무 과도하면 요양원일까 병원

일까 헷갈림이 있는 거죠..... 삶을 치료로만 볼 거냐.... 관점 자체를 복지적 관점으로 봐야 옳지 않나 

해요. (S, 노인요양시설 원장)”

“병실 내에서 끼리끼리 만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방안의 환경을 보고 멤버를 결정하면 좋은데 순

서대로 입소해야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S, 노인요양시설 원장)”

② 좋은 돌 은 안 함 보장 속에 잔존능력을 최 한 유지하는 것

“어느 정도 균질의 서비스 안전함 확보가 제일 중요하죠. 가장 필수적인 의식주 안전의 생활화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K, 노인요양시설 원장)”

“어르신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노인의 문제가 뭐냐면 감각의 소실이

거든요. 약은 부작용이 있어서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좋은 환경은 부작용 없는 약이래요. 물

리적 환경 뿐 아니라 인적 환경도 보는 거예요. 미각 빼곤 나머지 4개 감각은 좋은 것으로 자극을 하

는 방향으로 가자.....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해야 돼요.... 환경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요양환경

을 단순히 예쁘게 꾸민다는 것보다는 물건이 존재의 이유가 있게 하는 거죠. 쇼잉(showing)이 아닌 

기억을 상기시키고 느끼게 하고 만져보게 하면서 소통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C,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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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좋은 돌 은 문  단 하에 자기결정권을 주는 것

“해달라는 것 다 해주는 게 서비스 질이 좋다고는 생각 안해요. 서비스 질을 스카프 구매에 비유하

면, 백화점에 가서 스카프를 사고 싶은데 스카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전문가들인 직원이 고객

의 말투와 모습을 보고 스카프를 다섯 장 정도 보여주잖아요. 서비스 질이 좋다고 느껴지면 다시 스카

프 좀 골라주세요 하고, 그러면 서비스가 좋은 사람이라면 두 개정도를 다시 골라주거든요. 숙련된 직

원들은 두 개정도를 골라서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해서 나에게 선택하게 하거든요. 그럴 때 전

문가가 골라줬고 다섯 개가 모두 괜찮은데 그 중 두 개를 골라주었고 내가 고른 거랑 비슷하기도 하

고 그럴 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것과 유사하다면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선택

권이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결국 자기결정권이나 선택권이 서비스 질을 높이

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거 라는 거죠. (S, 노인요양시설 원장)” 

“그런데 자기결정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자기결정권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게 서비스의 항목일거다. 만약에 선택을 못하는 할머니가 있

다면 전문가 판단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그분을 가장 많이 아는 가족의 판단에 따른다던지 그분의 문

화를 잘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S, 노인요양시설 원장)”

④ 좋은 돌 은 개인별 취향을 고려해 주는 것 

“어떻게 서비스를 질적으로 해야 하는가? 저는 생활이 모티브가 되어야하고 개별화가 되어야 한다

고 봐요. 개별화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우선 의식주만 잘 해줘도 개별화되는데. 먼저 

옷 같은 경우는 환의면 대-중-소로만 나눠서 빨아서 입히면 편한데, 개인 옷을 입히다보면 300인 시설

이나 200인 시설은 힘들겠죠. 그런 것에 대한 지표는 없죠. 요양원에서 환의복을 백퍼센트 다 입는다

면 일이 많이 줄어들고 좋죠. 그렇지만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라 생활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K, 노인

요양시설 원장)” 

“모두 자기 옷을 입으면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밑에 바지는 환자복 윗옷은 자기 옷, 위

에 옷도 환자복을 입어야 한다면 이렇게 해요 환자복입고 조끼입어요. (S, 노인요양시설 원장)”

“의식주가 개별화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유니트 케어(unit care)가 그 방식인데, 저희는 

준유니트케어 방식 정도는 하고 있죠. 직원이 먹는 식당이 따로 없는 거죠. 같이 먹을 수밖에 없게 만

들어 놨죠. 홈라이크(home-like)로 맨발로 다니게 하는 것,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죠. (K, 노인요양

시설 원장)”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적 기호를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굉

장히 중요한 습관과 문화들을 재발견하는 것, 그것들을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재발견되도록 

하는 도구가 종사자의 예민함과 전문성과 가족들의 정보거든요. “우리 엄마는 노래하는 건 싫어해도 

듣는 건 좋아해요” 그런 걸 가족이 알려줘서 해야 하는 거죠. (S, 노인요양시설 원장)” 

“문화 기호도를 체크해요.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으로 크게 나눠요. 정적인 것 중에도 책 읽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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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보는 것, 라디오를 듣는 거 등 크게 범주를 주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해요. 그런데 그게 없는 분이 계셔요. 보호자도 모르고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아무 정보가 없을 땐 

그 분하고 육개월 정도 살면 어느 정도 취향이 나와요. (S, 노인요양시설 원장)”

⑤ 좋은 돌 은 가족들과의 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요양시설이 공간적으로 가족과 격리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되지 않으면 본인의 삶의 질

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서 친한 것도 있지만....현행 요양보호제도에서는 가족의 

할 일이 없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맛있는 죽 한 사발을 가지고 와서 얼굴보고 한 십분만 지나면 할 일

이 없는 거죠.... 가족이 와도 면회란 느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가족의 역할을 주어야 해요. 

그런데 그 역할이 쉬워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도 사람들이 부산하게 와서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서

비스를 주는 사람이 요양센터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가족보호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해요. (S, 노인요양시설 원장)”

“도심에 있고 거주지에 있다 보니까 가족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보호자 분들을 설득해서 가족

과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요. 고개 숙인 가족에게는 죄의식 갖지 마시고, 이전에는 효의 개념을 

가족으로 봤지만 확대해서 보면 사회가 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자 하면서, 보호자, 직원, 지

역사회가 삼각구도로 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C,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원장)”

“데이케어 너무 좋아요. 끝까지 가족과 함께 파트너로 해야 해요. 서로 부양부담에 대한 끈끈함이 

있어요. (S, 노인주간보호센터 원장)”

⑥ 좋은 돌 은 지역사회와 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요양센터에서 아주 힘든 일이지만 밖으로 나가는 거죠. 수용시설 같지 않은 느낌 격리된 느낌이 

들지 않게요. KT와 연계해서 요 앞 가든파이브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 훈련하는 거죠. 아니면 우체

국에 가는 거죠. 빨간 우체통에 가서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서 넣도록 하는 것. 구청 나들이도 하고 그

냥 나들이가 아니라 어떤 키워드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데 평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S, 노인요양시설 원장)”

“돌봄 커뮤니티를 전략으로 잡고 있어요. 커뮤니티의 공유와 베품이라 생각해요. 돌봄이라는 것에 

대해 모두가 공유되어야 되는.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그렇게 느껴야 하고. 실제로 돌봄이

란 것이 기술적인 게 아니라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공유가 필요하고, 그 다

음에 사실은 베품인 거예요. 이걸 전략적으로 푼다면 프로그램으로도 나올 수 있고, 요양보호사나 종

사자의 예민함과 맞물릴 수 있고, 그들의 권리의식, 권리는 어르신에 대한 규칙과 의무와 권리가 같이 

가는 것들이죠. (S, 노인요양시설 원장)”

“자원봉사인력 5천명인데 하루 평균 40분 정도 오세요.... ‘병원이 아니고 돌봄의 공유로 사회가 도

와야 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S, 노인요양시설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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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좋은 돌봄의 조건은?

① 좋은 돌 의 조건은 요양보호사의 문성: 민한 찰  반응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은 관찰의 예민함, 철학적 사고, 끊임없이 그들에 대한 애정을 품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훈련과 교육으로 키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훈련을 안 할 

수 없어요. 요양보호사분들이 가장 접하게 있으니까. 저희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매월 6시간 필수교

육을 해요. 6시간 필수교육을 안 받으면 교육비를 안 드려요. 지금 우리 요양보호사선생님께 무료 세

미나 공지 나가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들어요. (S, 노인요양시설 원장)”

“예민함, 성품, 철학 같은 것은 윤리강령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

사의 윤리강령을 토대로 우리가 차곡차곡 모아서 내부윤리로 이것만은 지키자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서 공청회를 열어서 현실성이 있는지 점검해서 우리 나름의 윤리지침을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거니깐 동의가 되는 거죠. (S, 노인요양시설 원장)”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1:1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요양보호사의 확

보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현행 방문요양서비스에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

려면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교육 및 관리 등이 절실하죠. 또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와의 당사자 간 계

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합

니다. (K, 대구 방문요양센터장)”

“방문요양서비스의 좋은 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교육 및 훈련, 그리고 관리를 통해 

직업의식과 사명감이 있는 요양보호사의 양성과 확보에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1:1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로서 가치, 지식, 기술, 경험 등의 전문적인 자질이 방문요양서

비스를 질을 담보하는 전제가 됩니다. (K, 대구 방문요양센터장)”

② 요양보호사 남용은 돌  계의 탄을 가져오므로 개선 필요

“저희는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를 대할 

때, 보호자나 대상자 어르신들이 우리를 파출부 대하듯이 온 집안의 일은 다 시키는 거예요.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그래서 모든 요양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쌓여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이건 참 좋은 일

이다,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냐 하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자꾸 불만이 쌓인다는 거죠. (A, 재가요

양보호사)”

“교육받을 때는 어르신에 대해 어르신의 식사만 따로 해드리고, 어디가 아프면 주물러드리고, 어르

신이 옷을 잘 못 입으면 입혀드리고, 어디가 편찮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간호사 보조라고 

해야 할까, 그러한 걸로 우리가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하는 일이 전혀 다르게 하고 있어

요. (B, 재가요양보호사)”

“대상자 것만 해드리는 걸로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전체적으로 현관부터 베란다까지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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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소하게 하고 심지어 손빨래까지 시켜요.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하긴 하되, 굉장히 마

음이 안편하죠. 그래서 얘기하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5-6년 하고 있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요. 

기관에서는 “어르신한테 잘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예예 해라” 하죠. 물론 하긴 해요. 어쨌든 

이 길에 발을 디뎠으니까,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세탁기에 

다른 가족들 빨래도 있잖아요. 그걸 골라서 빼놓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세탁기에 있는 건 돌려요. 손

빨래하라는 건.... 가족들이 화장실 이용하잖아요. 대상자는 화장실 못가요. 대상자는 소대변을 받아야 

하는데, 왜 내가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청소를 다 해야 해요.... 가족들이 우리를 너무 이용하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C, 재가요양보호사)”

“대상자가 못 움직이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도 다 봐야하고, 아프면 병원모시고 가야하고. 그런

데 가족들이 고마워 안 할 때는 이거 접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대상자가 내는 돈은 몇 천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편하게 해주면 요만한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전혀 아랑곳없이 돈

을 주고 부리는 것이니까 내 맘대로 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대상자에게도 있고, 보호자에게도 있어요. 

(G, 재가요양보호사)”

“지금 나라에서 제도를 만든 지 5년인가 밖에 안됐잖아요. 이런 제도가 없으면 그 자녀들이 솔직히 

일을 못해요. 감사함을 전혀 모르시고, 무조건 우리가 가면 뭐 뭐를 시켜야겠다만 연구하시는 것 같아

요. 몇 천원을 내고 우리를 그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대상자와 보호자를 교육시켜야지, 개선 안돼요. 

(L, 재가요양보호사)”

③ 사례 리시스템 확보 필요

“수급자와 함께 전문적인 관점에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한 후 불편 및 불만을 해소해 주는 사례

관리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수급자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내용을 

의논하며 결정하고 계약하여 불편사항이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만이 수급자의 욕구에 

부합한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K, 대구 방문요양센터장)”

④ 좋은 돌 의 조건은 요양보호사의 안정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저희는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뽑고, 이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1년에 한번 씩 평가하고, 순위

대로 정규직 전환이 거의 70%예요. 58명 3교대 8시간 근무. 법적 채용기준으로는 52명이지만 6명 오

버해서 58명이예요. 연봉제 아니라 호봉제로 계약했어요. 빨간 날 쉬는 걸로. 60세를 넘으신 경우는 임

금피크로 해서 그 분을 채용하되 심야는 안 시켜요. 호흡을 길게 가져야 할 거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그들에게 인성을 요구할 수 없어요. (S, 노인요양시설 원장)”

“저희는 수급자가 10명 미만인 조그만 센터인데, 저희 센터장님은 먼저 저희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시급은 굉장히 적어요. 어르신이 적으니까. 대상자들이 해달라는 대

로 다해주지 말고, 네가 가르치면서 하라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안 되는 것이고 

하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일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센터장님에게 전화해요. 그러면 센터장이 알아서 해결해줘요. (I, 재가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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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수교육체계 확립, 적합한 요양보호사의 급여 기준제시, 장

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근속연수에 따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수가 반영 등 방문요양보호

사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K, 대구 방문요양센터장)”

“방문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수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시설의 난립으로 시설에 따라 처우가 다

르기 때문에 ,방문요양보호사는 힘들고 어려운 직종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요. 특히 수급자나 보

호자가 방문요양보호사를 ‘파출부’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급자와 가족의 인식부족 등 요양보호

사 관리체계의 미흡이나 부재는 방문요양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K, 

대구 방문요양센터장)”

⑤ 자 심을 가질 수 없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개선 필요

“주위에서 요양사들은 똥치우고 청소하는 파출부라던데 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누

구한테 떳떳하게 말하기가 꺼려져요. 그렇다고 파출부만큼 급여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일 년 열두 

달 일해 봐야 급여 받고 쉬는 날이 하나도 없잖아요. 명절 때도 우리는 시간제기 때문에 남들은 5일 

근무라지만 우리는 급여 받고 쉬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깨에 힘을 주고 일을 하도록 해주었으

면 좋겠는데.... (E, 재가요양보호사)”

“지금 파출부 임금이 시간당 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솔직히 일하는 것 따지

면, 만원보다 더 받아야 해요. 환자 돌보지 청소하지 할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돌보

지는 안하잖아요. 자기가 할 일만 딱딱하면 되니까. 그래서 임금이 파출부보다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

해요. (F, 재가요양보호사)”

⑥ 노동강도가 무 높은 요양보호사 직무 개선 필요

“시설은 16명에서 17명까지를 두 사람이 보거든요. 물론 와상도 있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있

으니까, 그러다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따라 다닐 수 없거든요.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일이 

많잖아요. 목욕도 시켜야 되고, 청소도 해야 하고..... 만약에 어느 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

도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한사람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 사람만 쫓아다닐 수 없어요..... 24시간씩 

일해요. 일은 얼마나 많아요. 하루 대여섯 명 목욕 시키고. 휴일이 없죠. 요양보호사는 명절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너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죠. 혈압도 재고.... 어르

신들은요 혈압 재는 것도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몰라요. (J, 시설요양보호사)”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왜? 가족들 눈치를 봐야하니까. 좋은 일하면서 왜 이렇게 눈치 보며 일을 

하는지. 물 한 컵, 밥 한 끼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오전 일하고, 이동하면서 

김밥 한 줄 먹고 가요. 언제까지 우리 요양사들이 이런 생활을 하며 일을 해야 하는지..... 요양사들은 

바로 잘려요. 센터에 전화해서 센터 바꾼다고 하면. 우리 요양사들이 진짜 불쌍한 것 같아요. (D, 재가

요양보호사)” 

“가정으로 가다보니까 엄한 일을 다 하고 하니까..... 어르신만 돌볼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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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대상자가 사용하는 방이라든지, 대상자가 사용하는 그릇이든, 이런 거를 치워야한다면 몰라도 매

일 대청소를 해야 하니까요. (K, 재가요양보호사)”

⑦ 방문요양센터의 이윤편향 운  개선 필요

“퇴직금 안주려고 8개월 되면 자르거든요. 9개월 됐는데, 시간을 바꾼다고 하니까 그만두라지 뭐예

요. 센터장하고 보호자가 짜고 퇴직금 안주려고 쫒아내기도 해요. 6개월 이상 넘어가면 그래요. (I, 재

가요양보호사)”

“어떤 센터는 급여명세서에 식대라고 5만원이 지급되어 있어요. 돌아서면 현금으로 다시 5만원 회

수해요. 그래야 기록에 안 남으니까. 그러는 센터는 우수시설로 표창 받고..... (D, 재가요양보호사)” 

“센터에서 계약할 때, 환자 놓칠까봐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가족들을 교육을 시켜야 하는

데..... 요양사에게 “잘해주세요. 무조건 잘해드리세요” 그러고 끝나니..... 기관이 너무 많이 생겨서 과

잉공급이 되다보니까, 센터장이 어르신을 다른 센터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집안 일 모든 걸 다해줍니

다’ 이런 식으로.... (H, 재가요양보호사)”

⑧ 과잉공 된 재가서비스 공 체계 정비 필요

“현재 시스템자체가 비효율적이라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센터마다 시급도 차이가 나고. 효율적

으로 기관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지. 기준이 정해지고.... 처음 입사한 사람과 5-6년 된 사람이 똑같이 

시급을 받는다는 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창피하다는 말이 있듯이 이

런 것도 개선되어야 인식이 좋아지지....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도 겪을 과정이잖

아요. 그야말로 귀하고 중요한 일을 누군가가 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란 것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M, 재가요양보호사)”

“좋은 질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단편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방문요양서비스가 시장경쟁으로 

인해 혼탁해 지는 것이 시행상의 문제라는 인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공기관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방문요양서비스의 관리자는 행정업무에 치중

하기보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축적되었던 (구)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사례관리를 통하여 대상자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처럼 방문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 서로 상의하여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면 서비스 제공 이후의 불편 및 불만을 처리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 될 수밖에 없어요. (K, 대구 방문요양센터장)”

“방문요양서비스가 시장경쟁체계에 의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본인부담금 전체 또는 일

부 할인 등의 편법이나 불법행위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도 은 하게 실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본인부담의 할인은 결과적으로 질 높은 요양보호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고, 좋은 서

비스의 질은 좋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가능하므로 성공적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본인부담 면제 

등은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 봅니다. (K, 대구 방문요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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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질의 측정: 평가내용 및 평가체계

1) 선행연구 고찰

무형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서비스 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서비

스 질을 평가할 때 무엇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가,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나, 누가 평가를 하

는 것이 적절한가, 언제 어느 시기에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가 등의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무엇을 통해 서비스 질을 측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쟁점은 구조와 과정, 즉 투입측면을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성과를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이미진, 2011). 서비스 질 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Donabedian(1980; 1988)은 서비스 구조(structure), 과정(process), 성과

(outcome)를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제안했다. 구조, 과정 및 성과 모두가 서비스 질을 파

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보았다. 서비스 구조는 시설의 물리적 환경, 인적자원, 조직적 특성을 의미하

고, 과정은 서비스 내용, 절차 및 활동을 의미하며, 성과는 서비스 효과성, 이용자의 임상적 결과, 신

체․정신․사회적 기능상태, 일반적 복리상태, 서비스 만족도를 의미한다. 좋은 구조는 좋은 과정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주고, 좋은 과정은 좋은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구조, 과정, 결과

를 연계하여 평가하면 가장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Parasuraman 외(1988)는 

SERVQUAL 모형에서 서비스의 질을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서비스 실제의 일치 

정도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대해 갖는 태도와 인지된 질로 정의하고 있다. 즉 

SERVQUAL 모형은 성과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이용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서비스 질을 측정하는 것

으로, 서비스 질을 신뢰성(reliability), 반응성(responsiveness), 공감성(empathy), 보증성(assurance), 

실체성(tangibles) 등 5가지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미진(2011)의 정리에 따르면, 구조 및 과정지표의 장점으로는 첫째, 구조 및 과정 지표의 분석결

과가 성과지표보다 이해하기 쉽고 개선이 용이하다. 서비스 구조에 대한 평가는 안전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과정지표는 

실제 서비스 실천의 수행상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성과지표에 

전적으로 의존해 서비스 질을 파악하는 것은 실제 서비스 과정과 성과 간 경험적 연관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셋째, 성과지표는 대규모 표본을 필요로 하고 장기간의 종단면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 시기가 중요하다. 넷째, 성과자표의 적절한 선정에 대한 합의가 어

렵다.

반면, 성과 지표의 장점으로는 첫째, 서비스의 궁극적 목표가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다는 점에 있

다. 둘째, 구조, 과정 지표와 성과지표 간 강력한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구조 및 과정 지표의 타당성이 

입증되는데, 그 연관관계가 검증된 구조 및 과정지표가 많지 않다. 셋째, 성과 지표의 일종인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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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는 참여자의 수용성이 높고 실행이 용이하다. 일각에서는 이용자 만족도가 서비스 질을 반영하

지 못한다고 보지만, 최근 만족도에 대한 측정의 타당도, 신뢰도를 개선한 도구들이 개발됨으로써 이

용자 만족도를 서비스 질 측정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Geron et al., 2000; 이미진, 2011에

서 재인용).

이와 같이 서비스 질 평가에서 구조 및 과정을 측정할 것인가, 아니면 성과를 측정할 것인가에 대

한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 외국의 경우, 서비스 질 관리와 관련하여 일본, 미국은 인증체계를 가지

고 있으며, 영국, 호주는 구조-과정 중심의 질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은 구조-과정-결과, 미

국의 외부평가(JCAHO)는 과정-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하고 있다(이

윤경․김세진, 2012). 일반적으로 시설서비스는 구조, 과정, 성과 지표의 측정이 모두 필요한 반면, 재

가서비스는 과정 및 성과 지표의 측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정기(2013)는 장기요양평가에 참

여한 평가자 60명 및 학자 15명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평가받은 결과, 이들이 장기요양서

비스 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영역은 ‘성과’로 나타났으며, 그 주요항목은 ‘개별노인의 

욕구평가의 적절성’, ‘욕구에 근거한 급여제공’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요양서비스 성과는 보건의료적 

임상적 성과 혹은 사회적 효과보다는 ‘개별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화 원칙에 근거한 서비스 제

공’을 서비스 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임정기, 2013).

서비스 질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와 관련한 다른 차원의 쟁점은 입증서류 유무나 양적 기준으

로 평가할 수 있는 것만 한정하지 않고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지영․이미진, 

2011). Rants 외(1999)는 서비스 제공자와 노인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 사회문화적 환경(milleu), 

물리적 환경(environment), 개별화된 돌봄, 직원, 안전 영역에서의 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

았다. 또한 ‘미국의 요양원 개혁을 위한 전국시민연대’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이 있는가, 안전한 환경

에서 개인으로 대우받고 행복하게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Bowers 외(2001)

는 시설거주자들의 심층면접 결과 시설거주자들은 효율성, 유능함, 가치와 같은 ‘도구적’ 측면에 초점

을 둔 판단, 서비스 제공인력과의 ‘정서적 관계’ 측면에 초점을 둔 판단, ‘신체적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가의 측면에 초점을 둔 판단으로 서비스 질을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지영․이

미진, 2011).

한편, OECD(2005)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체계 및 모니터링에는 정부 규제, 전문

가 단체 등의 자율적 규제, 이용자 권한 부여 방식 등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석재은, 

2008b; 이지영․이미진, 2011). 첫 번째로 정부규제 방식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인허가, 인증,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독립된 기구에서 주기적으로(통상 3년) 평가를 수행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법적 제제를 가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 자율규제 방식인데, 독일은 2002

년 ‘간호의 질 보장과 소비자 보호 강화법’에 의해 기관자체에 대해 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

관 자체내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의무감 부여, 제공인력과 기관 스스로 서비스 질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이용자 권한부여 방식인데, 시설내 입소자 위원회 설립 및 효율적 불만

처리 제고 등 방식으로 서비스 질을 모니터링한다. 호주에서 1997년 도입한 노인요양보호 불만처리 

제도, 미국에서 1978년 개정된 미국노인복지법의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 요양보호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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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그 예이다. 이 방안은 평가 주기 사이의 평상시 서비스 질 모니터링

이 가능하나, 거시적 쟁점을 다루기는 어렵다.

2) 서비스 현장의 목소리

(1) 개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반영 필요

“욕구의 내용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영되었는가는 없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는 거죠. 철학

적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사회복지 쪽 내용들은 아주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예민한 

노력으로 고민한 철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표준화된 도구로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

죠. 실제로 소통하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S, 노인요양시설 원장)”

(2) 하위그룹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유인하는 평가체계로 개선 필요

“평가라는 건 하향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좀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가산제도만 쓰고 

있고 감산은 없거든요. 그러면 상위에 있는 그룹들은 치열하게 해요. 올해 다시 한 번 평가해보니, 더 

양극화가 된 것 같아요. 잘하는 곳 20%, 5천개 중에 1500개 정도는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포기해 버

리더라고요. (K, 노인요양시설 원장)”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야, 우리 사회가 더 질적인 사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양극화로 가

요. 이게 양극화를 조장하는 거지..... 저도 공생 1등해서 갔는데 440만원인데, 옆을 보니 7천만원이드

라고요. 기가 죽는 거예요. 옆에 못한 시설도 혈세내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 지나친 격려라

는 거죠. (C,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원장)” 

“평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방식 이전에 평가지표가 

제시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지원, 제재 등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봐요. 또한 이 조치에는 그 기준에 미흡 또는 수급자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

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법에서 정한 벌칙(형사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수급자나 보호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

안들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현행 방식은 기관에 대한 공단부담금 비율을 기준

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논리에는 맞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규모나 수급자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기관

에게만 유리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부담만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오히려 일정기준 이상의 

기관에 대한 정액지급방식의 적용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평가의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평가의 내용이 가지는 의도가 보다 타당하고 수용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피평가자의 동의

와 협력에 기초함으로써 명확해지겠지요. (K, 대구 방문요양센터장)”

(3) 시설규모에 따른 서비스표준화 및 수가체계 마련 필요

“시설규모가 다양화되었잖아요. 그러면 각 시설 특성에 따라 서비스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수가도 시설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지, 10명인 시설과 300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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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과 수가가 같아요. 말이 안 되죠. (K, 노인요양시설 원장)”

“지금은 지표가 대형시설 위주로 짜여 있어요. (K, 요양시설 원장). 어르신이 사셨던 문화가 많아

봐야 10명 단위로 사셨는데 시설에 50명이 계시면 너무 적응이 힘들죠..... 규모가 한 그룹이 15명 정도

로 축소돼야 해요. 병원조차도 유닛시설이 10명 미만이에요. 공동생활단위로 10명 미만으로 되는데, 

우리나라는 역행하듯 너무 대규모로 가고 있어요. (C,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원장)”

(4) 객관적 표준화된 정량 평가와 주관적 질적 정성 평가를 병행하는 평가체계 개선 필요

“평가를 위한 표준화는 필요하지만 살기위한 표준화는 필요 없어요. 평가라는 게 꼭 있어야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요. 우리가 표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

든요. 공생은 행정인원이 없어요. 페이퍼 작업이 잘 안 되요. 행정업무 하다 보면 어르신 손잡아드리는 

시간이 적어져요. 정말 필요한 평가만 하고, 나머진 어르신 돌보도록 하자 그래요. (C, 노인요양공동생

활가정 원장)”

“평가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매뉴얼화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 지표에 맞추기 위해 모든 기관이 꼭 

같이 매뉴얼화가 되버린 거예요. 기관의 변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평가를 통해 아주 좋은 

사례가 있으면 보급도 되고, 발전도 돼야 하는 거잖아요. 서로 빼다가 써보기도 해야 업그레이드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두 그 지표만 완성시키는 거예요. 모두 너무 재미없는 평준화가 된 거예요. (S, 노인

요양시설 원장)”

(5) 최저기준 충족 인증체계와 서비스 특성화 체계로 평가체계 개편 필요 

“기관의 근본체력을 측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지표가 없어요, 서류 조작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많고. 식단표만 우수하면 뭐해요. 그렇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할머니랑 얘기 나눠 

드린 것은 적을 수 있는 칸이 없어요. 정성평가가 필요해요. 최소 기준에 통과(pass)냐 실패(fail)이냐

만 해야지, 서비스 질도 최소기준만 맞추면 넘어가야지요. 평가자도 교수진이나 공무원집단이 들어와

야 하고요. 패스된 곳엔 특화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된다고 봐요. 최소 가이드라인만 정해주구요. 

(K, 노인요양시설 원장)”

“실제로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공공성과 투명성이 가장 큰 담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기관을 운영

하는데 얼마나 투명한가를. 기초선을 다 했다면, 지켜야할 규범들을 지켰다면, 그것만 통과됐다면, 그 

다음 부분은 특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표준화는 모더니즘 시대의 사고인 것 

같아요. 이미 지나갔어요.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모니터링이나 보호자 인터뷰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지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치화해서 그들의 질을 측정하겠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보호자나 어르신 직접 인터뷰하잖아요. (S, 노인요양시설 원장)”

“표준화하려는 것은 아주 기본은 다져놔야 한다는 내용이지, 그 기본위에 더하는 것은 각자의 개성

과 각자의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요양원마다 평가를 해서 너는 잘했으니까 천만원, 너는 얼마 깎고, 

그러면 거긴 죽으라는 거죠. 깎이는 데는 분명히 열악한 시설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통과, 비통과로 하

고, 기본적인 것을 평가하되, 돈 주는 것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C,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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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마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공동생활가정은 인원이 작으니깐 가족 같은 보호라는 

개념으로 갈 수 있지만, 저희같이 50명 이상 대규모 시설은 가족 같을 수가 없어요. 대규모시설이지만 

탈시설화의 개념을 고민해서 대신 지역사회 개방성을 강조하는 거죠. (S, 노인요양시설 원장)” 

“인증기준이 통과, 비통과 기준 아닙니까?(K, 요양시설 원장) 인력기준, 시설기준, 위생, 투명한 회

계 정도요. 굵직한 범주만 지키면, 절대평가해서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98점을 

맞든 80점을 맞든 가이드라인만 충족하면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것이 통과되고 나서, 그 기관이 중요

하게 잘하는 장점들이 리스트화 되면, 거기가 가까워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거리

를 보는 사람이 있고... 거리를 볼 건지는 본인이 택하는 거죠. 우리 엄마는 뇌졸중인데, 여기가 굉장히 

뇌졸중 재활치료가 잘 돼 있고 그러면 거길 택하는 거죠. (S, 노인요양시설 원장)”

“종합적으로 A로 등급을 매기지 말고, 영역별로 나누라는 거죠. 저 집은 욕창 잘하는 집이고, 저 

집은 치매노인이 활동하기 좋은 집이야 하는 영역별로. (K, 요양시설 원장). A, B, C 리스트는 보호자

에게 아무 의미 없어요.... 삐까뻔쩍한 요양원에 가셨구나 이 정도지, 뭐가 삐까뻔쩍한 지는 모르죠. (S, 

노인요양시설 원장)”

“민주국가잖아요. 그리고 자생력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요즘엔 보호자들이 정보가 많아서 알권

리를 잘 이용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자연 퇴출되게 돼요. 국가가 건드리지 않아도요. 자진 퇴출되니까. 

정말 알권리라는 것이 보호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지금도 계속 보호자들에게 알권리 주

고 있어요. 실제로 보고, 옷을 고르고, 먹어보고 권해야지, 공단에서 주는 등급만으론 의미가 없어요. 

(C,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원장)”

(6) 재가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필요

“현재의 평가지표는 좋은 서비스 질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방문요양서비스의 평가지표의 

구성 면에서 입소시설평가에 비해 재가시설의 경우 수급자 및 종사자에 대한 평가지표가 더 구성되어

야 하는데, 기관운영에 편중되어 있어요.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가 주로 3등급으로 인지능력에 제한이 

없고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가족 및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에 대

한 평가조사가 부족해요. 아울러 평가지표별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현실성을 고려하여 조정 보완해야 

해요. (K, 대구 방문요양센터장)”

“재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평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평가목적, 평가지

표, 평가방법-평가주체 및 대상 기관 간 인식차이, 평가의 전문성 부족, 평가결과 활용 미흡을 지적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재가급여는 시설급여에 비해 차별적인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가 이

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고, 평가방법도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죠. 잘못된 측

정으로 평가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듯이,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

공기관의 인식조사가 선행되어야 해요. 피 평가기관이 인식하는 지표별 서비스 질 반영이 되었는지, 

현실성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울러 평가지표를 공지하려면 연말 혹

은 연초에 이루어져야 하죠. 각 시설에서 당해 연도의 평가지표를 반영한 사업계획수립과 서비스 제

공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서중심의 업무에 치중되어, 자칫 실제 제공되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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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현장 방문을 통해 좋은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K, 대구 방문요양센터장)”

(7) 독립적 평가기관에서의 평가 필요

“평가도 건보직원만 하면 안돼요. 심평원처럼 따로 있어야 돼요. 공급자와 보험자 이렇게 딱 구분

이 되면 신뢰가 없어서 안돼요. 같은 법인의 세 개 기관이 같이 평가를 받았어요. 점수 차가 한 10점 

나요. (C,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원장)”

“평가주체를 지금의 공단에서 공단이 시․군․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이를 실시하거나, 또는 이들을 

포함하여 이용자․시민사회단체․장기요양기관단체대표 등도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객관

성과 수용성을 보다 높일 수 있어요. 시․군․구청이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게 되면, 시설의 개․폐업

이나 인력 등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고,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조사 등과의 중복성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되어 기관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K, 대구 방문요양센터장)”

5. 결론: 장기요양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역시 현장에 답이 있었다. 지난 5년여 이상을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을 지켜온 서비스 공급기관의 대

표와 최일선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의 경험과 인식 속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방안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근원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서비스 목표인 ‘좋은 돌봄’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구성요소를 찾아내며, 좋은 돌봄을 산출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탐색했다. 또한 무형의 서비스 질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해답을 찾아보고자 했다. 서비스 현장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찾은 해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서비스 목표인 ‘좋은 돌봄’은 총체적 측면에서 인간적인 삶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인 안전보장은 물론이고 고유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을 가능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저마다 색깔이 다른 삶을 살아오신 각각의 어르신들이 집단적으로 생활을 영

위하게 되는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시더라도 서비스 목표는 어떻게 하면 각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살

아오셨던 ‘개인의 고유한 삶의 형태와 사회적 관계들을 가능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초점

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서비스 목표는 때때로 의료적 치료가 포함되지만, 치료 그 

자체보다는 ‘생활’이어야 하며, ‘개인적 취향’을 최대한 존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시설

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 자기결정권’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우며, 요양시설에 고립된 보호가 아니

라 ‘가족 및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표를 두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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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좋은 돌봄이 가능한 조건은 돌봄제공자와 돌봄수급자 간에 상호신뢰하고 상호존중하며 지속

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좋은 돌봄관계로부터 비롯된다. 돌봄제공자는 돌봄수급자의 욕구를 예민하게 관

찰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총체적인 상황판단하에 돌봄수급자에게 가장 최선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 따라서 돌봄이 돈으로 거래되는 돌봄의 상품화가 돌봄수급자의 자기결정권 확대에 그치지 

않고 돌봄관계까지 시장논리가 지배하게 됨으로써 돌봄 관계가 비인간화하는 것은 결코 좋은 돌봄이

라는 결과물을 낳을 수 없다. 돌봄관계에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면, 각자 투입대비 최대한의 성과

를 얻으려는 ‘효율논리’가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돌봄제공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가격보상 대비 작은 

투입을, 돌봄수급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투자대비 많은 산출을 이라는 각자 입장에서의 이해관계 속에

서 최대한의 효율을 거두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남용(abuse)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장논리 속에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 각자 물상화된 비인격적 만남은 돌봄관계의 파탄

을 가져오고, 좋은 돌봄이라는 서비스 목표와는 요원해지게 된다. 따라서 시장화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적어도 돌봄관계까지 시장논리가 침투하여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 서비스 

공급체계와 서비스 모델에 있어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좋은 돌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돌봄제공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다. 근로여건에는 경

제적 보상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돌봄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인정에 따른 정신적 보상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좋은 돌봄을 산출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체계와 서비스 모델에 대한 연구가 매우 긴요하다. 

한국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체계의 경험에서 보듯이 지나친 과잉경쟁은 불가피하게 많은 부작용

과 폐해를 구조적으로 야기시킨다. 특히 초기 진입비용이 거의 들지 않은 재가서비스의 경우 공급기

관의 도덕적 해이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재가서비

스 공급체계와 시설서비스 공급체계를 달리 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 예컨대 재가서비스는 서비

스 공급체계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경쟁보다는 서비스 질 관리에 더욱 중

점을 두는 반면, 시설서비스는 지금과 같이 시장화에 따른 경쟁체계를 유지하되 서비스 질의 최저수

준을 상향하면서, 동시에 차별적 서비스 질에 대한 차별적 서비스 가격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

직하다. 또한 신공공관리 이론에 바탕을 둔 표준화되고 획일화되는 서비스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보다

는, 좋은 돌봄관계에 기반하여 개별화된 욕구에 따른 맞춤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

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 수가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적절한 서비스 비용의 투입은 좋은 서비스 질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인 것은 분명하다. 

절대적 표준수가의 상향조정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수가의 다각화도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준수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필요인력수 재설정에 따른 표준수가의 향상이 필요하며, 서비스 기관의 다양

한 상황하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가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투입

비용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수가의 다각화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설 규모별, 지역별, 시설비 자

기부담여부별 수가수준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또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을 장려하기 위하여, unit care를 하는 시설, 1실 보호인원수가 작은 시설 등 등 서비스 환경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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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관에 대하여, 그리고 서비스 질 제고의 확산에 표본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

해서는 수가를 차등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만 하다.

셋째, 서비스 평가내용 및 체계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평가내용을 서비스 현장에서 검증된 좋은 

돌봄을 산출할 수 있는 조건들로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시설서비스의 경우 돌봄수급자 어르

신이 살아오신 삶의 모습과 사회적 관계를 가능한 유지시켜 드리면서도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에 평가의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따라서 개별화된 욕구에 따른 맞춤서비스 

개발 노력이 구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가족 및 지역사회 등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구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계량화될 수 있는 양

적 평가만으로는 곤란하다. 양적 평가와 함께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평가는 서비스 최저기준을 전체적으로 상향하여 절대적 수준에서의 시설서비스 인증평

가 체계를 채택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상대적 평가를 하기보다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고유한 서비

스 색깔을 개발하여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발전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치매 특성화 시설이라든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특성화 시설이라든지, 재활서비스 특성화 시

설이라든지, 건강식사가 매우 좋은 시설이라든지, 사회문화프로그램이 강화된 시설이라든지, 가족과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개방성에 중점을 둔 시설이라든지 각각의 시설이 특화시켜 개발시

켜나갈 수 있는 고유한 서비스 색깔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방향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할 때에 진정한 이용자의 서비스 공급기관 선택이 가능하다. 지금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로 세워진 상대적인 평가로는 사실상 이용자에게 단조로운 한가지의 선택지만을 제공할 뿐이다. 이

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시설

서비스의 발전방향은 절대적 기준에서의 최소기준 인증과 자율적인 서비스 특화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생각된다. 즉 시설서비스의 핵심적 질에 대해서는 표준을 정하여 인증체계를 

채택하고, 그 이상 부분은 자율적으로 특성화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다. 이때 핵심적 서비스 질의 표준

을 정할 때에는 시설규모별로 표준서비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재가서비스 평가는 시설서비스와 매우 다른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재가서비스는 이용자의 만족도와 유사한 Parasuraman 외(1988)의 SERVQUAL의 평가틀을 

준용하되, 이용자의 요양보호사 남용이 만연된 상황에서 이용자 결정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인 

것으로 오도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재가서비스 역시 좋은 돌봄관계를 산출하는 재가서비스 맥락의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 

평가항목이 전면적으로 새롭게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재가서비스에는 이용자 만족

도 외에 돌봄종사자의 자긍심을 평가할 수 있는 근무조건 및 근로안정성이 평가지표에 반영되어야 한

다. 또한, 재가서비스 기관의 사례관리체계가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 예컨대 돌봄수급자와 돌봄종사자 

간 중개자 역할의 충실성, 사례관리 역할의 충실성 등이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평가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의 평가주체와 관련하여, 지금과 같이 보험자가 서비스 비용

을 적절히 집행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사회서비스 전반의 평가를 

담당하는 별도의 평가기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비스 현장에서는 보험자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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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질 평가까지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보험자의 평가는 투입 측면에서 서비

스 비용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서비스 비용을 투입할만한 기본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수준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질적 평가나 수시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은 보험자가 아닌 별

도의 심사기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지금과 같이 정례화된 평가주기와 

평가시스템은 서류작업을 위한 서류작업에 엄청난 비용을 할당하게 되는 관료주의 병폐를 불러일으키

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 질을 상시적으로 불시에 수시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

는 체계의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좋은 돌봄의 정의를 재구성하고, 좋은 돌봄에 직접적인 조건

은 좋은 돌봄관계이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돌봄윤리가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 주체적 조건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조건들을 모

두 다룰 수는 없었다. 따라서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이지만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국가최소기준, 서비스 공급체계, 이용자 자기결정권과 사례관리체계, 돌봄노동자의 전문

역량 제고방안, 수가 합리화 등에 관한 구체적 정책방안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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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cept and Improvement Plan 

of Long-Term Care Service Quality
-The Voice of Service Field for ‘Good Care’-

Seok, Jaeeun

(Hallym University)

This paper has the objectives to define the concept of 'Good Care' which is 

the service goal we are aiming essentially for the improvement of long-term care 

service quality, to find out the components for 'Good Care', and to explore the 

conditions that create a good care. In addition, we tried to find the answer about 

what is the best way to measure the service quality. For this, I referred the 

advanced researches which explored the fundamental properties of care and tried 

to find the answer from the accumulated wisdom of service field through the 

5-year long term care service experience. 

As a result of research, the good care can be defined as helping someone to 

be able to maintain his own life as maximum as possible with the goal to assure 

total quality life.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for good care is making 'a good 

care relationship'. Without dama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 provider and 

care receiver, the individualized service focusing on the demand of care receiver 

based on mutual reliability, mutual respect and smooth communication should be 

provided. For the evaluation system, it is reasonable to set the standard according 

to the size of each institution for the core quality of facility service and establish 

the certification system of absolute standard to carry out the quantitative 

evaluation  rather than the relative evaluation in the whole. For the part over the 

absolute certification standard, it is reasonable for each institution to characterize 

its own characteristics autonomously and carry out the qualitative evaluation for 

this. For the evaluation of home visit care service, it is recommended to contain 

the evaluation contents such as user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care worker, how 

well the case management system of home care service center is operated etc.

Key words: long term care, service quality, good care, care relationship, 

servi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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