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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본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의료·연금제도의 코스트가 급증하자
90년대 후반 이후 의료·연금·복지의 각 분야에 걸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그 기본방향은 첫째, 국민경제와 조화시키면
서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둘째, 개인의 자립을 지
원하는 이용자 중심 체제를 중시하며, 셋째, 공공·민간 간 적절한 역할 분담
과 민간의 활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회보장구조개혁의 첫 단계로서 2000년 4월에는 와상노인이나 치매노인
등 개호(介護)를 필요를 하는 고령자에게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개호보험제
도가 시행되었다. 개호보험제도의 특징은 크게 보험방식에 의한 재정 운영과
준시장(quasi market)의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동 제도의 시행은 다양
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일본 사회복지서비스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 메커니즘 도입에 따라 개호
서비스 질의 저하, 개호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의 증가, 정부 및
지자체의 공적책임 의식의 후퇴 등 몇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금년 7월부터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유사한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동 제도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시
키기 위해서는 우리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슷하고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시장 메커니즘 도입 경험을 참고하여 시행과정에서 예
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1. 일본 사회서비스정책의 변화
일본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1)과
함께 1990년대 이후 성장부진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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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영향으로 의료·연금제도의 코스
트가 급증하자, 90년대 후반부터 의
료·연금·복지의 각 분야에 걸쳐 사회
보장 및 사회복지의 구조개혁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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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왔다.
사회보장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은,
첫째, 국민경제와 조화시키면서 사회
보장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둘째, 개인의 자립을 지원
하는 이용자 중심 체제를 중시하며,
셋째, 공공·민간 간 적절한 역할 분담
과 민간의 활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공공·민간 간 역할분
담론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공적주도의 시스템으
로부터 민간주도 시스템으로의 전환
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1997년에는 사회보장구조개혁의 첫
단계로서 개호보험법(介護保險法,
long-term care insurance act) 제정
(2000년 4월 시행)과 함께 아동복지
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개호서비스
및 보육소 입소방식에서의 조치제도2)
가 폐지되고 계약에 의한 이용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사회복
지정책은 소자고령사회(少子高齡社
會)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아동복지

와 고령자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
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하여 행정조치에 따라 속성별(노
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로
관리·시행되어 왔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는 개호보험법이나 개정 아동복
지법 등으로 새롭게 나타날 사회복지
니즈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기초구조 전
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2000년 6월에는 ‘사회
복지의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이 공표
되었으며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신
체장애자복지법, 지적장애자복지법,
아동복지법(장애인 관련)의 개정을
통해 2003년에는 장애아 및 장애인
분야에서도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시
스템인 조치제도가 폐지되고, 이용자
개인에 대한 금전적 급부제도인 지원

1) 일본의 고령화율(65세 기준)은 1970년 7.1%에서 1994년 14.1%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이행하는 데 24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15년에는 전 국민의 1/4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조치제도란,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계약방식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이 장애
인이나 아동, 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행정처
분을 내리는 제도이다. 이러한 조치를 민간 사회복지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조치위탁이라고
도 한다. 조치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을 조치권자(행정)에게 하고 조치권자가 지정한 사
업자로부터 대상자가 급부를 받는 시스템이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비용을 위한 직접적인 시
설보조가 이루어지므로 시설의 소비자는 수급자가 아니라 조치권자이며, 시설에 관한 각종 정보
는 조치권자에게 제공된다. 그러나 행정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형식을 취함
으로써 이용자에 의한 서비스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간에 명확한 거
래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수요와 공급 간에 질적·양적으로 많은 괴리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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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지급제도가 도입되었다.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따라 과거 50
년간 행정기관의 조치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일본의 사회복지제도는,
이용자가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
계약제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되
었다. 또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사
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형 복지 시장화 모델로서의
개호보험제도
2000년 4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개
호보험은 와상노인이나 치매노인 등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에게 개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
금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노동자재
해보상보험에 이어 다섯 번째의 사회
보험으로 도입되었다.
개호보험의 도입은 공동체 의식의
약화, 핵가족화의 증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확대, 고령자 개호에 대한
가족의 심리적·재정적 부담 증가 등
과 같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배경
으로 작용하였다. 즉, 고령화 등에 따
른 복지 니즈의 질적 고도화와 다양
화로 인해 과거 노인복지법(1963)에
기초한 노인복지제도와 노인보건법

(1982)에 기초한 노인보건의료제도가
별도로 운영되어 많은 문제점이 노정
됨으로써 보건·의료·사회복지서비스
를 종합적·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
는 통합적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이 요
구되었다. 나아가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적 입원3)으로 인해 급증하는 의
료보험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
는 것이 개호보험 도입의 주요 배경
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호보험제도는 이용자 중심, 고령
자 자립지원, 이용자 선택권 존중 등
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사회보험 시
스템 도입을 통해 이용자가 주체적으
로 서비스공급자를 선정하고 직접 계
약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따
라서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에 의해 일
본의 사회복지정책도 종래의 행정조
직에 의한 일방적 조치제도에서 계약
중심의 이용제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개호
의 종류에 따라 자택에서 방문개호 등
의 서비스를 받는 재가서비스, 특별양
호노인홈 등의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
서비스, 거주하던 지역에서 지역의 특
성에 맞게 다양하고 유연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지역밀착형 서비스의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이용자는 서비
스의 종류와 서비스 제공자(정부 또
는 민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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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자료 : 健康保險組合 合會(編)(2007).

3. 개호보험제도의 특징 : 보험
방식에 의한 재정 운영과
준시장의 도입
개호보험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보험방식에 의한 재정 운영과
準市場(quasi market)의 도입으로 요
약된다.
개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국가재
정에서 부담하는 영국이나 호주, 스칸
디나비아 일부 국가들과는 달리 일본
의 개호보험은 독일이나 네덜란드처
럼 사회보험의 형태를 통해 이용자와
국가가 절반씩 부담하는 혼합형 제도
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개호보험제도의
재원은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부담분

(전체비용의 10%)과는 별도로, 나머
지 비용에 대해 보험료 50%(65세 이
상의 제1호 피보험자 19%, 40~64세
의 제2호 피보험자 31%)와 정부보조
금 50%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복지서
비스의 유료화에 의해 일본의 복지서
비스 분야에도 부분적으로 시장논리
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준시장이라는 개념은 과거 영국에
서 의료 등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과
정에서 제안된 것으로, 공적인 서비스
공급체제를 국가재정으로부터 떼어내
재원조달과 서비스 공급을 분리시킨
상태에서 공공사업자와 민간부문(영
리 및 비영리기관)이 경쟁하는 구조
를 띠고 있다.4) 준시장 도입의 주된

4) 준시장이 경쟁시장과 다른 점은 ①국가에 의한 재원조달, ②전문가의 개입, ③이윤의 추구정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준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력, 즉 재원
의 조달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담당하며, 둘째,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 이용자·사
업자의 양자관계가 아니라 의사 및 케어매니저 등 전문가가 개입하여 개호 필요도를 판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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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치제도의 운영방식

자료 : 稻澤公一·岩崎晋也(2008).

<그림 3>

개호보험제도의 운영방식

자료 : 稻澤公一·岩崎晋也(2008).

목적은 공공서비스에 경쟁원리를 도
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
기관은 서비스의 조건정비주체
(enabler), 조달주체(commissioner),
구입주체(purchaser)가 되어 서비스
공급의 질과 양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의 개호보험도 재정(사
회보험방식)과 공급(민간기업, 비영리
조직의 진입을 인정)을 분리하여 서
비스공급자 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

써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는 1990년대
말의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 기초한 방식으로 전환되기
까지는 대부분 조치방식을 통해 공급
되어 왔다. 조치방식의 특징은 행정에
의한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조치)
로서 이용자의 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셋째, 서비스 공급주체 가운데는 비영리단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급주체 전부가 이윤의 극대화
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76

KIET 산업경제

일본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 추이와 시사점

이에 비해 개호보험방식은 기본적
으로 이용자와 지정사업자 간의 서비
스 이용계약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에 이용자가 보험자인 시정촌(市
町村)으로부터 요개호 인정을 받아
그 요개호 정도에 따라 일정범위 내
에서 서비스 구입비용을 보전받는 형
식을 띠고 있다.
개호보험의 도입에 따라 복지서비
스의 공급주체도 과거 조치제도하에
서의 사회복지법인 외에, 의료법인,
사단·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단
체(NPO), 협동조합 등으로 다양화되
어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5) 도도부현(都道府縣)
의 지정을 받아 지정사업자가 되면 민
간기업도 개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
체의 다원화·시장화를 촉진하는 효
과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개호보험제도가 인구노령화
와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측면에서 추
진되어 보건의료제도와 많은 유사점
을 가지고 있어 영리 의료기관 설립
이 금지된 것처럼 개호분야에서도 시
설부문에 대해서는 영리조직의 소유
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는 재
가개호서비스 분야에서만 영리기업의
참여가 인정되고 있다.

개호관련 사업은 크게 재가개호를
위한 사업소와 시설개호를 위한 시설
로 나눌 수 있는데, 2006년 10월 현재
총 사업소 수는 12만 1,704개, 시설 수
는 1만 2,036개이다.
설립주체별로 보면, 사업소의 경우
에는 방문개호(54.3%), 특정시설입거
자 생활개호(79.0%), 복지용구 대여
(88.9%), 특정복지용구 판매(93.3%),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52.9%)에서
민간영리법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다. 또 개호보험시설을 설립주
체별로 보면, 개호노인복지시설은 사
회복지법인의 비율이 91.0%로 가장
높고, 개호노인보건시설 및 개호요양
형 의료시설에서는 의료법인의 비율이
각각 74.0%, 77.7%로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다.6)
한편, 개호서비스 이용자 수는
2000년 4월의 149만 명(재가 97만
명, 시설 52만 명)에서 2006년 4월
348만 명(재가 255만 명, 시설 79만
명, 지역밀착형 14만 명)으로 136%
증가하였다. 특히 개호보험제도가 재
가 고령자의 개호 니즈에 적합한 형
태로 되어 있어 재가서비스는 시행
초기에 비해 163%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서비스의 양이 크게 증가함
에 따라 이용자부담분을 포함한 개호

5) 개호서비스 분야 외에, 2000년 4월에는 과거 시정촌 및 사회복지법인에 한정되었던 보육소 설치
주체의 제한이 폐지되고 NPO, 주식회사, 학교법인 등의 보육소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인
가보육소에 대해서는 영리 경영을 인정하는 규제완화가 실시되었다.
6) 日本 厚生勞動 ,「平成18年 介護サ一ビス施設·事業所調査結果の槪況」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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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 개호서비스 관련 시장 메커니즘 도입정책의 추이
정책내용
·사회보장제도심의회,‘노인복지의 모습에 관하여’보고서를 통해 고령자복지에 대한

1985년

민간활력 도입을 강조
·후생성, 실버서비스 진흥지도실(현 노인복지진흥과) 설치
·후생성, 실버서비스의 진흥·지도를 위해 사단법인 실버서비스진흥회 발족
·노인보건복지심의회·사회보장제도심의회·의료보험심의회, 복지서비스에서 민간부문의

1987년

역할을 명확화
·민간사업자 참여시 서비스 질의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을 제정, 국가
자격화
·민간사업자에 의한 노후 보건 및 복지를 위한 종합시설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989년

·노인보건복지심의회·사회보장제도심의회·의료보험심의회, 민간부문의 건전 육성방침을
표명
·공적 재가개호서비스의 민간위탁 개시

1990년
1994년
1995년

·복지관계 8법 개정, 시정촌에의 권한 이양으로 민간 활용 촉진
·후생성, 신골드플랜에서 민간서비스 활용방침을 표명
·산업구조심의회(통산성장관 자문기관), 의료복지를 신규성장 12개 분야에 포함
·민간 시니어주택에 보조금 지급 개시
·노인보건복지심의회 보고에서 개호보험제도 창설을 답신, 민간활력과 경쟁 원리 도입을

1996년

명시
·후생성, 민간기업에 의한 노인방문간호사업도 의료보험 지급의 대상에 포함할 방침을
표명
·후생성, 단기입소·주간서비스·재가개호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방침을 표명

1997년

·경제각료대책회의, 긴급경기대책으로서 지정방문개호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단기입소·주간서비스·재가개호지원센터(1998년 중)의 민간위탁 발표
·개호보험법 성립

2000년

·개호보험법 시행

2005년

·개호보험법 1차 개정, 지정 개호서비스사업자의 정보공표제도 및 지정갱신제를 도입

2006년

·개정 개호보험법 시행

서비스 총비용도 2000년 약 3조
6,000억 엔에서 2007년에는 약 7조
4,000억 엔(예산기준)으로 거의 배증
하였으며, 개호보험의 시장규모 또한
개호보험이 실시된 2000년의 약 4조
엔 규모에서 2025년에는 약 10조 엔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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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메커니즘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
(1) 시장 메커니즘 도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일본의 사회복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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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시장 메커니즘 도입·민영화 촉진 효과
급부의 대상과 형태

시장메커니즘의 도입·민영화 효과

노인홈으로서의 급부는 특별양호노인
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 의
료시설에 한정
유료노인홈에서의 개호서비스는 시설
개호가 아닌 재가개호로 간주하여 급
부대상에 포함

개호대응형 유료노인홈(전체의 약
40%)의 경우 경쟁여건이 개선되나,
개호불필요 입거자가 많은 일반형(전
체의 약 60%)의 유료노인홈에 대한
영향은 적음
오히려 특별양호노인홈에 대한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경쟁촉진효과
는큼

방문개호·재택입욕·
단기입소

급부대상(기업도 포함)

경쟁조건이 비슷해짐으로써 시장메커
니즘이 도입되고 민영화가 진전

배식·이송·긴급통보
서비스

급부대상 제외(단, 보험재정에 여유가
있는 시정촌의 경우 급부대상으로 인
정하는 경우도 있음)

제3자 지급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대
및 경제적 불안의 경감 등으로 잠재
수요의 실현에는 기여

급부대상

이전부터 민간이 참여하고 있어 민영
화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급부대상화
에 따라 수요확대 기대

노인홈

주택개량
복지용구 대여·판매
서비스

대여는 급부대상, 구입은 배설·입욕
등 대여에 부적합한 용구에 한정

자료 : ニッセイ基礎硏究所(1998).

스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기폭
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그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서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
이나 유럽에 비해 시설개호에 민간기
업이 참여하는 것이 아직 엄격히 제
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가
개호서비스의 경우 인허가사업이 아
니므로 민간기업의 서비스 제공에 제
한은 없으나, 시설개호서비스의 경우
민간기업의 참여 자체가 법률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공적노인홈(특별양호
노인홈, 양호노인홈, 輕費노인홈 등)
의 설치·운영은 시정촌 및 사회복지

법인에 한정되어 있으며, 민간기업에
의한 경영은 유료노인홈의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정부보조금의
조성은 일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정부
보조금 조성면에서의 공공·민간서비
스 간 차별의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이나, 진입규제에서 비롯된
공공·민간 간 격차의 시정에는 한계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호보험제도에의 시장 메
커니즘 도입 효과는 주로 재가개호서
비스 관련분야에만 한정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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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한편, 개호보험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먼저 개
호서비스 질의 저하문제를 들 수 있다.
즉, 민간 영리법인의 개호시장 진입
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개호서비스의 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서비스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영리법인
의 경우 수익성 위주 경영과 빈번한
사업철수 등으로 복지사업 운영이 불
안정할 뿐 아니라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지정취소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업자에 의한 시설입소자의
역선택, 중증 요개호자 등에 대한 서
비스 제공 거부, 개호인의 빈번한 교
체 및 개호기술 미흡에 따른 안전사
고 발생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또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재가개호
지원사업소가 영리사업소의 영업부서
화되어 사업소의 수익목표 달성을 위
해 무리한 개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개호서비스
수요의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의 급증
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6년
동안 개호서비스 이용자수는 136%나
증가하였으며 개호서비스 총비용 또
한 배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4월 개정된 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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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에서는 동 제도를 지속가능
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급부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설 거주비 및 식비를
급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설 급부
의 개선과 함께 예방중시형 시스템으
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또 2009
년에 예정되어 있는 차기 개호보험
개혁에서는, 보험재정 개선을 위한 보
험료 징수범위의 확대(29~39세의 대
상 포함 문제)가 주요 과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한편,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정부
및 지자체의 공적책임 의식의 후퇴를
들 수 있다. 과거 조치제도하에서 지
자체는 개호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 대
해 적절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공급하
는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개
호서비스의 시장화에 따라 개호서비
스의 이용과 제공에 직접 관여하지 않
게 됨으로써 공적 책임의식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지
자체에서는 개호서비스 이외의 고령
자 생활문제까지도 케어 매니저에게
미루거나, 지자체 본연의 업무인 개호
인정을 위한 방문조사까지도 재가개
호지원사업소에 위탁하는 등 부작용
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더욱이 2000년 4월부터 적용된‘사
회복지법인 신회계기준’
에 따라 사회
복지법인의 회계기준도 영리기업과의
경쟁을 전제로 기업회계와 유사한 방
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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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대한 공적책임이 사회복지법
인 경영자의 수완이나 경영능력을 중
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5. 시사점
우리나라도 2005년 7월 이후 몇 차
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금년 7월부터
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유사한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
입되었다. 우리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슷하고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사
회복지서비스에서의 시장 메커니즘
도입 경험은 향후 동 제도의 시행과
정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
된다.
복지서비스에서의 시장 메커니즘의
부분적 도입은, 모든 것을 공적부문이
담당하는 경우에 비해 공급주체의 다
양화 및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효율화
가 도모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서
비스의 질을 충분히 관리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이윤이 높은 상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크림 스키밍
(cream skimming)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추진 시에도 요양서
비스의 품질이나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
을 최소화하고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일본 등 우리보다 일찍 유사

한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고령화와 평균수명
의 연장, 가구 구성원의 변화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요양서비스에 대
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예
측하고 이에 기초하여 보험재정을 안
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지서
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의식의 저하문
제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중요한 과
제 중의 하나이다. 시설 및 재가 등
요양서비스 공급기관의 부족으로 향
후 민간사업자의 진입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건전한 시장
육성을 위한 공적부문의 책임은 여전
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쟁 원리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서비스를 감시하고 지도와 규제를 적
극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즉, 서비
스 기준의 설정, 서비스 질의 평가·감
시체제 확립, 사업자 정보의 제공, 불
복심사·분쟁처리 등 이용자의 권리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제도의
정비 및 법제화 등에서 공적기관의
역할은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200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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